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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란?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의 일곱 가지 주제에 맞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네
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세계시민’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한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네스코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간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학교와 가정,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보
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
은 일로 고민하고, 웃고, 힘들기도 하고 또 다시 힘을 내는 시
간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3월에는 여러 학생들의 다양
한 의견을 조정해서 1년의 프로젝트 주제와 내용을 결정하느
라 고심했을 것입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 전후의 자투리 시간
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하느라 비지땀을 흘렸
겠지요. 5월 세계시민여행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 여름 방학에는 세계시민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추진하느라
여러모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2학기 동안에는 학교별 프로젝
트에 더해서 동영상을 만든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
고유문화, 경제정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직접 실천해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변화가 세
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으로 느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는 우리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배우며,
더 나아가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하는 교
과 공부와 더불어 더 큰 세상과 더 넓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나와 사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으로 옮
겨보는 좋은 계기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여러분이 어른
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고민할 것들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세계시민으로서
모두 다 생각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생 여러분
들이 이제 막 세계시민으로서 내딛은 첫 발이 참으로 뜻깊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2016년 한 해의 여정에서 느낀 바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행
의 첫 마음가짐이자 지침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경험을 담은 이 보고서는
이후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함께할 후배들을 위한 안내문
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네스코인으로서 또 세계시민으로서 오늘의 포부를 잊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을 유네스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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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헌장

“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

UNESCO Constitution

“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

UNESCO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
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만들
어진 유엔 전문기구이다.

인류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으며,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
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연합국 교육장관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전쟁으로 황폐해진 교
육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결과 1945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창설준비위원회에서 37개국 대표들이 유네스코헌장을 채택함에 따라 유네
스코가 창설되었다.

유네스코는 창설 이래 교육, 과학, 문화 분야 국제규범(협약, 권고, 선언 등)
의 제정자이자 지식과 정보의 보급자 및 국제협력의 조정자로서 교육과 과
학,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전 세계 195개 정회원국과 10개 준회원국, 54개 지역사무소와 11개
직속 연구소 및 센터가 수많은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① 모든 이를 위한 질 높은 평생교육
②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과학 협력
③ 세계유산 보호와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간 이해
④ 정보와 지식 공유 및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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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은 1950년 6월 14일 55번째 회원국으로 유네스코에 가입했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불과 11일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한반도는 황폐
화되었다. 하지만 전쟁 직후 유네스코가 한국에 국정교과서 인쇄 공장 설립을 지원해주
어, 우리 학생들은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후 유네스코는 한국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
이는 통로이자 한국의 유력한 대외협력 창구가 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정부, 교
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
당하는 기관으로, 1954년 1월 30일 설립되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과 과
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청소년 분야의 국내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의 평화와
발전의 이념을 전파하고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민간 활동 지원과 더불
어 국제회의, 워크숍, 출판 활동 등을 통해 국내 학문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
국 문화와 전통, 국내 학술 연구 성과를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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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Pnet)

유네스코는 학교 교육을 통해 설립 이념인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의

진하고자 1953년 15개 회원국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준말로 유네스코학교를 뜻한다.

를 시작했다.

유네스코학교
유네스코학교는 평화, 자유, 정의, 인권과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앞장서 실천하는 학교이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상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시범적, 실험적 교수학습법과 교육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현재 세계 180여 개국에서 10,000여 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구성원으로 활동하
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외 정보와 경험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Pnet) 로고는 유네
스코학교의 중요한 상징들을 단순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각 상징물들은 교육을 의미하는 펼쳐진 책, 평화를 의미

국내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1961년에 4개 중,고등학교의 유네스코학교 가

하는 비둘기 날개, 그리고 문화 간 소통을 의미하는 지구

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초등학교 182개, 중학교 127개, 고등학교

를 뜻하며, 항상 유네스코 로고와 함께 사용된다.

255개, 특수학교 8개, 대학교 6개, 총 578개 학교로 늘어났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국내 유네스코학교들과 함께
평화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국제협력과 평화의
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 세계 유네스코학교 가입 현황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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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

중등학교

기술/직업학교

교사양성기관

합계

총 국가 수

아프리카

51

1100

197

628

62

45

2083

42

아랍

36

344

194

448

19

11

1052

18

아시아/태평양

34

787

208

1200

46

48

2323

42

유럽/북미

84

566

429

1489

217

70

2855

49

남미/카리브해

114

883

356

491

57

67

1968

31

합계

319

3680

1384

4256

401

241

1028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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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의 학습과 활동주제
유네스코학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동아리, 학급, 학년, 교과, 학교 전체 등

•학
 교나 지역 공동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찾아, 그 원인

다양한 단위로 추진할 수 있으나,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학습하고 참여하는

과 해결방법이 경제,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활동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학교는 주로 유네스코의 4대 핵심

이해한다.

주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관련된 학습과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학교와 지역의 문제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실천한다.

유네스코학교에서 다루는 4가지 중심주제는?

3. 평화, 인권 (Peace and Human Rights)

1. 유엔의 우선과제 (UN priorities)

•일
 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을

•국
 제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과제를 선택하여 이를 다양한 관점(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
 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엔과 국제기구

공유하고, 타인의 인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인
 종차별, 이주노동자 문제, 여성의 권리, 소수민의 지위, 고용과 실업,
세계인권선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탐구한다.

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할과 유네스코학교의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찾아본다.

4. 문화 간 학습 (Intercultural Learning)
•역
 사, 지리, 사회, 언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교과의 특성을 살린 통합

2.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교과적 접근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
 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이 갖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의미와 쟁

•학
 교와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점을 이해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 종교 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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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의 역할
유네스코학교는 자국의 교육체제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로서 유네스코와
의 연계 활동과 실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평화와 국제이해, 지속가능발
전, 국제 협력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교수학습법, 학습 자료의 개발에 기
여하는 ‘시범학교(pilot schools)’이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기관, 기술직업학교 및
교사양성기관 등의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유네스코학교는 지리적으
로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랍 지역, 유럽과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등 문화, 경제, 사회적 제도와 발전 정도가 서로
다른 세계 각 지역에 소재해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
들이 성취해낸 활동의 질과 수준이다. 유네스코학교 시범 프로젝트를 통
해 만들어진 수준 높은 학습 자료와 새로운 교수학습법 등이 유네스코학
교 이외의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도 보급되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를 위한 교육과 학습을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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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해외
유네스코학교

국제이해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기관

유네스코 본부
(UN 관련기관)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학교
국가조정관)

시민사회단체
& 대학교

유네스코학교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와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협력

학부모
일반
초ㆍ중ㆍ고 학교

지방협력기관

유네스코학교 활동은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전 세계 유네스
코학교, 정부기관, NGO 등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의 유네스코학교는 가입 후 2년 이상 우수한 활동을 이어
나간 경우, ASPnet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ASPnet 관련정보:
유네스코학교(유네스코본부)
www.unesco.org/new/en/education/networks/global-networks/aspnet
유네스코학교(한국)
asp.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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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의 일곱
가지 주제에 맞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일곱 빛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로고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는 일곱 가지 정신이 있다. 일곱 가지 색깔이 연결되어 하나의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역시 상호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평화는 열린 마음을 갖고 미소 지으며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타인을 먼저 배려할 때 생겨남을 의미한다.
•인권은 지구마을 모든 이웃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
하자는 의지를 나타낸다.
•나 역시 다문화인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봄으로써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는 자세를 상징한다.
•우리의 무관심이 환경 파괴를 불러오므로, 항상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구를 지켜보겠다는 관심과 의지를 의미한다.
•세계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전세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신을 색과 멋, 영양이 조화로운 한식 밥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경제정의는 양심적이고 정당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함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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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제 중 자신의 지역과 학교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1단계
3~4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공모

2단계
5월 27~29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선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
들이 무엇일지 고민하여 1년간 진행할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그리고 같
은 학교 학생들끼리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때로는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내 주변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한다.

3단계
8월 7~14일

우리 주변(지역)의
문제와 연결하기

나의 관심분야 찾기
(지구적 이슈에 대한 학습)

4단계
10~11월

(지역단체/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and/or 교내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계획&실천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프로젝트 평가/보고)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평가/보고

5단계
11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동영상 공모전

6단계
12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간/배포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와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2016년도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일정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 학생들은 일곱 가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
며, 참가 학생들이 실천하고 있는 작지만 큰 활동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
시키고 있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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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시•도별 유네스코학교 가입교 현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희초/상월초

구로중/덕성여중

경기고/경기여고/광양고

서울덕의초/서울문교초

동덕여중/목동중/목일중

대원외고/대일외고

서울미동초/서울사대부초

방배중/보성여중

동국사대부여고/동일여고

서울신대림초/서울신동초

서울사대부여중

등촌고/미양고/반포고

서울신용산초/서울안천초

서울사대부중/석관중

불암고/상명고/상문고

서울염경초/서울이태원초

선일여중/세일중/세화여중

서울고/서울사대부고

서울장위초/서울중대초

신남중/신수중/신천중

서울영상고/선린인터넷고

서울천일초/서울충무초

신화중/언남중/여의도중

숙명여고/유한공업고

연서중/염광중

중화고/한국삼육고

영훈국제중/오륜중

한림연예예고/한양사대부고

용강중/월촌중/정원여중

한영외고/해성여고/혜화여고

인천당산초/인천당하초

간재울중

강화고/동산고/명신여고

인천대화초/인천명선초

관교여중

미추홀외고/산마을고/신송고

인천숭의초/인천십정초

신송중

안남고/연수여고/인천국제고

인천창신초/인천청량초

인천양촌중

인천대건고/인천만수고

특수학교

		

대학교

학교수

서울교대

70

한양대 사범대

경인교대

31

인천연송고/인천외고
인천포스코고/인천하늘고
인천해원고/작전고/작전여고
강원도

강릉초/거문초/공현진초

대룡중

강원외국어고/민족사관고

귀둔초/남원주초/만대초

묵호여중

북평고/북평여고

문막초/사내초/송화초

화촌중

강원명진학교

29

신남고/원주상지여고

옥동초/우천초/진부초

원통고/장성여고

춘천교대부초

전인고/현천고

춘천남산초/황지초
경기도

개산초/계남초/고삼초

교문중/내정중/늘푸른중

가온고/경기자동차과학고

광일초/광주매곡초

도래울중/마송중

경기창조고/고양국제고

군내초/나눔초/내손초

문산수억중/봉일천중

고양외고/광휘고/덕이고

대지초/대화초/도마산초

시흥은행중/연무중

동탄국제고/마석고/매홀고

도암초/동삭초

예봉중/용인한빛중

문산수억고/백신고/백운고

마송중앙초/박달초

위례중앙중/의왕부곡중

병점고/보정고/보평고/복정고

백사초/벌말초/보산초

일산중/조원중/진건중

봉일천고/부곡고/부천북고

부천덕산초/삼성초

탄현중/태광중/포곡중

상록고/성포고/소명여고

석천초/송림초/신둔초

해솔중/홍천중/흥덕중

송탄제일고/수원고/수원여고

신촌초/안양남초/안현초

수원외고/수일고/양일고

양성초/연현초

용인한국외대부설고/운암고

이천사동초/자란초

은행고/이천양정여고/장곡고

진가초/팔달초/표교초

중산고/청명고/청학고/충훈고

103

토평고/퇴계원고/하남고

호원초/홍원초/화원초

한겨레고/한국관광고
홍익디자인고/효양고
충청북도

감물초/강서초/구룡초

가곡초중/광혜원중

괴산고/금천고/단양고

백곡초/비상초/산남초

단양중/삼성중/송면중

상당고/서원고/세명고
양업고/양청고/오송고

삼보초/상신초/수안보초

송절중/송학중/심천중

양강초/양산초/영동초

원봉중/진천여중

옥천고/청원고/청주고

창리초

청운중/충주여중

청주신흥고/청주외고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

충주성심학교

48

충북고/한국교원대부고
한국폴리텍다솜학교

화당초

한국호텔관광고/흥덕고
대전광역시

대전갈마초/대전갑천초

대전구봉중/대전느리울중

대덕고/대성고/대전가오고

대전대정초/대전삼육초

대전신계중/대전여중

대전노은고/대전동산고

대전신흥초/대전은어송초

대전태평중/성덕중

대전만년고/대전반석고

동명초/장동초

신탄진중/충남여중

대전복수고/대전송촌고
대전외고/대전용산고/대전전민고
대전제일고/대전지족고/동방고
명석고 /서대전여고/유성고
충남고/충남여고

18

36

충청남도

대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빛초/보람초/쌍류초

도담중/아름중

성남고/세종국제고

조치원명동초/참샘초

한솔중

세종여고/양지고

공주교대부/구만초

천안중

갈산고/논산고/논산대건고

아산성심학교

공주교대

군북초/귀산초/금성초

탕정중

논산여상/서천여고/신평고

서산성봉학교

공주대사범대

성환초/수촌초/아산남성초

해미중

천안신당고/충남삼성고

학교수
12
27

충남외고/합덕여고

태봉초
홍남초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교대/광주부설초

광산중/광주송원중

광주대동고

봉선초/송정동초

평동중

동아여자고등학교

가평초/대산초/봉암초

영선중/전주근영중

군산동고/군산여고/부안고

선동초/신림초

전주해성중

세인고/영선고/완산여고

광주교대

9
21

전북사대부고/전북외고
전주고/전주신흥고/전주영생고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와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세종특별시

진경여고/함열여고
전라남도

광양제철남초/광양제철초

산이중/성지송학중

고금고/광양백운고/광영고

도원초/순천왕지초

순천동산여중/신안흑산중

남악고/목상고/목포덕인고

옥천초/웅천초/좌야초

여수문수중/여수삼일중

목포혜인여고/삼호고

완도신지중/화양중

순천매산고/순천매산여고

덕수학교

32

대구선명학교

13

순천여고/순천팔마고/순천효천고
영광고/전남외고/함평여고
대구광역시

경북사대부초

청구중

경북사대부고/달구벌고
대구서부고/대구외고

대구학정초

대구제일고/송현여고
원화여고/정동고
효성여고
경상북도

건천초/금장초/길주초

문성중/봉곡중

경북외고/경일고/경주공업고

사방초/안동동부초

산자연중/청송여중

경주디자인고/경주여고

양동초/양포초

함창중

경주여정보고/경주정보고

36

안동영명학교

구미여고/근화여고/금오여고

영천중앙초/자천초
포항제철동초

문경여고/선덕여고/신라공고

포항제철서초/형일초

안동중앙고/오천고/청도고
청송여고/함창고

울산광역시

구영초/남산초/다운초

상북중

삼일여고/신선여고

반천초/방기초/삼정초

울산여중

울산과고

상북초/약사초/언양초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온양초/용연초/울산초

울산외고/화암고

24

울산행복학교

평산초/호연초/화암초
경상남도

고현초/국산초

경상사대부중

거창고/경남로봇고/경남외고

김해대곡초/대감초

김해여중

김해삼문고/김해외고/김해율하고

대청초/동산초/명도초

대청중/문산중

동원고/명덕고/밀양여고/삼천포고

무동초/봉명초/삼문초

상주중/샛별중

진주고/진해고/진해여고

석봉초/석전초/신기초

함안여중

창원경일여고/창원공고
창원과학고/창원용호고

어방초/예림초/월산초

창원중앙고/충렬여고/함안고

인평초/진례초/충렬초
부산광역시

46

남부민초

부산국제중/부산대신중

개성고/경성전자고/금정고

주양초

신선/영도중/학산여중

남성여고/부산국제고/부산보건고

물메초

남원중/서귀중앙여중

대기고/신성여고/애월고

제주동초

서귀포대신중/서귀포중

제주사대부고/제주여상

위미중/저청중/제주여중

제주외고/제주제일고

16

부산외고/용인고/해강고
제주도

제주제일중/조천중

제주중앙고/제주중앙여고

탐라중/함덕중

한국뷰티고

해외

대련한국국제학교/위해중세한국국제학교

계

182

127

23

2
255

8

6

578
19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2016년도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 (교급별 가나다순)
▶ 초등학교
번호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번호

1

고삼초등학교

학교명

지역 문화 유산 만들기

25

12

2

광일초등학교

지속가능한 지구와 소외되는 노인이 없는

28

13 신용산초등학교

‘세계를 품은 용(龍)’ 신용산 G’LEADER

72

14 안양남초등학교

Happy Green으로 함께 도약하는 그린나래 아이들

78

15 안양벌말초등학교

생활 속의 환경사랑 - 소중한 물

82

16 안현초등학교

함께 만드는 초록 세상

85

우리지역 나라사랑 유공자 멘토 찾기

89

유네스코 키즈 양성 합창단

92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3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 텃밭 나눔 프로젝트

32

광주부설초등학교

학교명
순천왕지초등학교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꾼다.

68

4

남산초등학교

남산인이 꿈꾸는 세상! 더 푸르게! 더 행복하게!

36

17

5

대련한국국제학교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생글생글 동행

40

18 양성초등학교

6

마송중앙초등학교

마중나기-친구들과 마중나기로 하나되기

44

19 어방초등학교

세계로 뻗어 나가는 어방 친구들

97

7

명도초등학교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49

20 용연초등학교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100

8

보산초등학교

세계 여러나라 문화유산 탐구를 통한 글로벌 문화

52

21 인평초등학교

나눔-나비효과(Butterfly effect) 프로젝트

104

22 형일초등학교

Colorful Unesco

107

소양능력 함양하기
9

서울염경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부엔 비비르 - 함께 바꿔요 우리마을

55

23 호원초등학교

초록문의 진실

110

10 서울이태원초등학교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무지개빛 이태원

58

24 홍남초등학교

공정경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세상 만들기

113

11

오감톡톡!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는 에코스쿨 만들기

62

석봉초등학교

▶ 중학교
번호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번호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1

가곡중학교

학교명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117

14 원봉중학교

행복한 지구 만들기

159

2

교문중학교

인권! 주의 깊게 살피고, 서로에게 웃어주기

120

15 월촌중학교

온누리 환하게 월촌! 세계로 미래로!

162

3

대룡중학교

다름과 공존 프로젝트

124

16 진건중학교

환경과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

166

4

문산중학교

You & I = We UNESCO

127

17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이용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5

보성여자중학교

손 내미는 지구, 받아주는 우리

132

18 태광중학교

함께 가꾸어 나가는 지역사회

170

6

봉곡중학교

배려와 나눔

135

19 포곡중학교

오색빛깔 배움과 실천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다!

173

7

부산국제중학교

너, 나, 그리고 함께 하는 우리

139

20 한솔중학교

For Our Common Future

177

8

서울대학교사범대학

One Step For the Better

142

21 함안여자중학교

응답하라, 유네스코!

180

22 함창중학교

함창 청소년 도슨트 100

183

부설중학교
9

수원연무중학교

10 시흥은행중학교

학교명

탐정중학교

평화의 한걸음이 지구를 살린다!

145

23 해미중학교

I LOVE HAEMI, We LOVE YOU!

188

Let's Live Together!

148

24 해솔중학교

문화의 도시 파주, 우리가 지킨다.

191

11

신송중학교

신송유네스코! 세계로! 미래로!

12

영선중학교

밝은 세상을 향해! 누리스코

152

13 영훈국제중학교

Prevention of Child Abuse

156

25 화양중학교

지역농부와 함께하는 학교 텃밭 가꾸기를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 고등학교
번호

20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번호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1

개성고등학교

학교명

세상을 변화시킬 YOU!네스코

195

20 대성고등학교

학교명

SupportOrganizationAchievePeace

255

2

경기자동차과학

Better-fly Effects

198

21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작은 노력으로 화목한 지구촌을!

259

고등학교

(더 큰 나비효과를 위한 우리의 날갯짓)

22 대전가오고등학교

Gao’s Butterfly

261

3

경기창조고등학교

Better Together

203

23 대전노은고등학교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 world!

264

4

경북외국어고등학교

‘One Day Without’

206

24 대전반석고등학교

반석함성

268

5

경주여자고등학교

4P로 세상을 품은 경주

209

25 대전복수고등학교

GCED 지구사랑 레인저스

271

6

고양국제고등학교

YUNIC, BE UNIQUE

212

26 대전송촌고등학교

송촌 5樂場에서 세계로! 함께 가는 행복!

275

7

고양외국어고등학교

2016 고양외고 제1회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216

27 대전외국어고등학교

To the World, To the Future

279

8

광양고등학교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바꾼다

219

28 대전용산고등학교

폭력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세계를 위하여!

284

9

광양백운고등학교

한울혜윰 - 우리 터전의 생각

222

29 대전전민고등학교

From change to chance

288

10 군산동고등학교

일렉트로닉 쇼크!!

226

30 덕이고등학교

역지사지로 알아보는 다문화와 환경

292

11

남성여자고등학교

우리가 사는 세상 The Earth

229

31 동국대학교부속

Human Bridge

297

12

남악고등학교

학생들의 물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젝트

232

여자고등학교

13 논산고등학교

지구야, 웃자

235

32 동원고등학교

함께 행복한 바다 만들기!

300

14 논산대건고등학교

환경문제 개선과 세계화를 통해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238

33 동일여자고등학교

세상을 바꾸는 작은 날갯짓

303

15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세계유산을 보러갈까? 얼 SEE GO~!!

34 동탄국제고등학교

세계를 연결하라! Bridge Project

16 대구서부고등학교

세계시민이 되자

241

35 등촌고등학교

두드림

307

17

RAINBOW BRIDGE

243

36 목포덕인고등학교

ABCD (All Beautiful Campaigns from D.U.O) Project

310

18 대기고등학교

대기 T.A.N.-gent (Take Action Now-gent)

247

37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목포 근대역사문화재 알리기 프로젝트

313

19 대덕고등학교

세상을 아름답게, 유네스코

251

38 문산수억고등학교

힐링 수억! 프로젝트

317

대구외국어고등학교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번호

39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마음·이음

324

72

인천국제고등학교

Peace in Globe

430

40 민족사관고등학교

잃어버린 횡성을 찾아서

328

73

인천동산고등학교

동구 지역 문화 및 지역 특색을 활용한

433

유네스코의 이념을 향해가면 우리들의 미래는

331
74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상을 뒤집다

41

학교명

밀양여자고등학교

무한대로 발산한다!

학교명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데이트 코스 개발
436

42 반포고등학교

반포고의 세계시민의식 프로젝트

334

75

전남외국어고등학교

평화를 품은 학교, 세계로 열린 교실

439

43 보정고등학교

clean table, 식사를 합시다

336

76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지역의 변화가 지구의 변화를 만든다

444

44 봉일천고등학교

‘우리 지역 사랑’ 프로젝트

341

45 부산국제고등학교

한우갈비 (한마음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344

77

전인고등학교

학교 숲 만들기

46 부산외국어고등학교

DUNC WHO! (UN기념공원 세계문화유산 만들기)

347

78

전주신흥고등학교

국경 없는 환경오염, 구경은 이제 그만!

448

47

‘아무것도 없는’ 부터 ‘이런점도 있었네’ 까지

79

전주영생고등학교

존중과 배려로! 영생고 인권 특공대

451
455

산마을고등학교

(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48 삼호고등학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똘레랑스 프로젝트

350

80 제주외국어고등학교

The Earth Is NOT Disposable

49 상당고등학교

함께 만드는 평화, 함께 지키는 인권

354

81

세상과 소통하는 중앙고

50 상록고등학교

메모로 프로젝트

357

82 중산고등학교

Jungsan E(Environment)-CLEAN UP Project

458

51

상명고등학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따로 또 같이 - #인권 #환경

360

83 진해고등학교

모두가 우리에게 진해!

461

52

서울고등학교

2016 서울고 PSI (Productive, Sustainable & Integral)

363

84 창원과학고등학교

Changwon Society Happiness project

465

우리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367

85 천안신당고등학교

신세계(신당 세계시민 프로젝트)

469

86 청명고등학교

청명에 피어나는 다문화와 세계화의 꽃!

472

함께하며 피어나는 꽃, 청원고등학교 유네스코!

476

우리는 세계시민입니다

480
483

5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제주중앙고등 학교

54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속가능한 순환 지구를 위하여

371

87

55 성남고등학교

같이 걸을까

377

88 청주고등학교

56 성포고등학교

지구촌 아동노동 문제를 위한 Good Action!

380

89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서로 다른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57

유네스코 나비효과, 나의 작은 날갯짓으로

382

90 충남고등학교

RESCUE 프로젝트

486

58 세종국제고등학교

Seize the Rainbow

386

91

over the rainbow

489

59 송현여자고등학교

2016 SH G3 Project : Giving,

390

92 충북고등학교

나는 세계시민의식을 실천한다. 고로 존재한다

492

93 토평고등학교

세계 문화 유산, 동구릉을 알리기 위한 디딤돌!

495

94 퇴계원고등학교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

498

95 한국관광고등학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502

세명고등학교

Global and Generating SH
60 수원외국어고등학교

SAWL,

394

Start A Worthy Laughing to save our cultural relics
61

수일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충남여자고등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더 가까워지기

397

62 숙명여자고등학교

W.O.W (Wonder of Willingness)

400

63 순천팔마고등학교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404

부설고등학교

(New Challenge, New Start)
96 한국교원대학교

64 안남고등학교

함께 사는 지구

65 양일고등학교

양평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다

407

98 한양대학교사범대학

66 연수여자고등학교

지(G)구 다문화의 시(C)작은 우리의 아(I)이디어로부터

411

부속고등학교

도담도담 나라찬

415

67

오송고등학교

97

(아무 탈 없이 참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68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Peace up Project

부설고등학교
69 울산외국어고등학교

Adamas; 세상에 빛을 밝히다

418

70 원화여자고등학교

Not Wrong But Different

422

71

I START

427

은행고등학교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와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번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Start Now! Change Now!

505

우리는 문화유산 지킴이

509

You and I, We 프로젝트

512
515

99 함열여자고등학교

멸종위기동물 보호 캠페인

100 해강고등학교

2016 장애인 인권개선 프로젝트

101 효성여자고등학교

세계로 뻗어가는 효네스코

102 효양고등학교

샐러드볼 (Saladbowl)

519
524

103 흥덕고등학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 안의 소리,

527

세상을 바꾸는 집단지성인의 힘!

▶ 특수학교
번호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1

아산성심학교

학교명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533

2

안동영명학교

R.U.R (Recycle-Upcycle-Rethink)

536

※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보고서 제출 마감 이후에 원고를 제출하셔서 2016년 보고서에 담지 못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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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초등학교

고삼초등학교·지역 문화 유산 만들기
광일초등학교·지속가능한 지구와 소외되는 노인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텃밭 나눔 프로젝트
남산초등학교·남산인이 꿈꾸는 세상! 더 푸르게! 더 행복하게!
대련한국국제학교·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생글생글 동행
마송중앙초등학교·마·중·나·기, 친구들과 마중나기로 하나되기
명도초등학교·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보산초등학교·세계 여러나라 문화유산탐구를 통한 글로벌 문화소양능력 함양하기
서울염경초등학교·부엔 비비르 - 함께 바꿔요 우리마을
서울이태원초등학교·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무지개빛 이태원
석봉초등학교·오감톡톡!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는 에코스쿨 만들기
순천왕지초등학교·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꾼다.
신용산초등학교·‘세계를 품은 용(龍)’ 신용산 G'LEADER
안양남초등학교·Happy Green으로 함께 도약하는 그린나래 아이들
안양벌말초등학교·생활 속의 환경사랑 – 소중한 물
안현초등학교·함께 만드는 초록 세상
양산초등학교·우리지역 나라사랑 유공자 멘토 찾기
양성초등학교·유네스코 키즈 양성 합창단
어방초등학교·세계로 뻗어 나가는 어방 친구들
용연초등학교·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인평초등학교·나눔-나비효과(Butterfly effect) 프로젝트
형일초등학교·Colorful Unesco
호원초등학교·초록문의 진실
홍남초등학교·공정경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세상 만들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고삼초등학교

지역 문화 유산 만들기
학교주소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37
지도교사
박경재 선생님, 조충현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우섭, 최정환, 이서희, 김규민, 윤대웅
정윤찬, 윤예은, 이상진, 이태헌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 지역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변의

•	우리 지역 문화 유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과 미디
어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지역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우리 지
역 문화 유산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법을 찾아 실천해 보고자 하였다.

• 서로를 믿고,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자.

이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자료인 휴대폰, 카메라 등의

• 우리가 사는 곳의 주인은 우리이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 문화 유산을 촬영하고, 지역의 문제점

•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은 후세를 위한 것이다.

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애향심을 기를

•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중한 경험담은 우리의 보물이다.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미래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지역 문화 조사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파악하도
록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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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 문화 유산 지도 만들기 활동 1

우리 지역의 역사를 찾아서

우리 면의 유일한 학교인 우리 학교를 지역 문화 유산으로 선정하여 360도 카메

•	경기도 기념물 제77호 서흥김씨삼강정문을 찾아 보았다. 우리 학교 옆에 바

라로 촬영 후, 촬영된 자료를 구글 스트리트 뷰에 올려 전세계 사람들과 공유하

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매일 등굣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으

는 활동을 하였다.

로 인해 보이지를 않았다. 이번 촬영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마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	경기도 유형문화제 제 130호 신창리 삼층석탑은 길이 막혀있어 찾지 못했다.
나중에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 석탑은 존재하고 있으나, 주변 공장이 길을 폐
쇄하는 바람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현대의 문물이 역사를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	우리 학교의 분신인 ‘고동분교’를 가보았다. 이 학교는 현재 우리 학교와 통합
되어 폐교되었다. 우리의 학교 역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역 문화 유산 지도 만들기 활동 2
우리 면에 있는 고삼호수는 경기도에서 2번째로 큰 호수로, 우리 지역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기덕 영화 감독의 영화 ‘섬’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곳
을 360도 카메라로 찍고, 영상을 구글 스트리트뷰로 공유하였다.

우리 지역 살리기 활동
우리 지역의 고삼호수와 우리 학교의 연못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다. 하지
만 우리가 측정한 결과 물이 깨끗하지 않았다. 이에 EM 흙공 만들기 활동을 통
해 EM 흙공을 일주일 동안 발효시킨 후, 물에 투하하여 물을 정화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지역 문화 유산 지도 만들기 활동 3
우리 마을의 공공기관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우리 삶을 도와주는 공공기관
의 고마운 점을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관심이 부족한 듯 하다. 또한 우리 마
을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한우 곰탕 공장도 촬영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를 위
한 공감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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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우리 마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통

마을을 우리 손으로 찍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찍은 사진을 어떻게 할

해, 우리 마을의 문화재도 알게 되고, 우리 마을 역사도 알게 되었다. 변화하는

수 있을까? 우리 마을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구글 스트리트

우리 마을과 우리 마을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해결방안

뷰를 앱을 알게 되어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학생으로서 마을을 직접 홍

도 시도해 보았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촬영한 내용을 구글 스트리트 뷰에 올

보하는 일이 힘들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려 전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다.

있었다.

이를 통해 “누군가가 너희 마을은 뭐가 좋니? 뭐가 유명하니?” 등의 질문을 한
다면, 자신감있게 우리 마을은 “00해요”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리 마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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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유산을 조사하고 싶으나, 이동의 문제로 인해 멀리까지 못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한 아쉬움이 있으며, 우리가 활동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그

우리는 직접 환경지킴이가 되어 EM 용액을 활용한 활동을 했다. 우선 전교 자

런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치회 알림판에 우리 학교에서 청결이 필요한 곳을 학생들에게 적도록 했다. 적
은 내용을 바탕으로 EM 용액을 뿌려 청소했다.
이를 지켜본 선생님, 친구들은 공공시설을 아껴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깨끗하게 바뀐 장소를 서로 체험해 보려고 하였다. 또한 우리들의 지
역 유산 촬영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을 분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배도 태
워 주시고, 마을을 소개해 주시고, 마을 사업에 초대해 주시기도 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역의 신문을 찾아 보았다. 신문에는 우리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었
다.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을 찾아 보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정
보를 찾게 되었다. 전화 면담을 통해 우리가 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마을과 연
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았다.
그 후 약속을 잡아, 학교를 방문해 주셨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마을을 방
문하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행복이다.”
같이 하니깐 더 행복했고, 환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니 행복하였기 때문이다.
고삼초등학교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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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초등학교

지속가능한 지구와 소외되는 노인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학교주소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34-6(광명동)
지도교사
이진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가은, 이수혁, 장준환
육승우, 김세준, 김상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우리 스스로 해보자.

쓰레기 분리수거는 작은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환경문제 해결방법입니다.

•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이좋게 해보자.

그리고 노인 인권문제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

• 나부터 실천하고 다른 사람도 동참시켜 보자.

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프로젝트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환경)와 웃

• 고장의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 보자.

어른 공경(노인인권)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지역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보자.

고 생각합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먼저 생활 속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우리 학교 학우들, 고장의 이웃들도
함께 실천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이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쓸쓸함을 느끼지 않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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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레인보우프로젝트가 뭐지?

노인공경프로젝트 시작~ !

4월 5일 9명의 친구들이 모여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노인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동네 정자에 앉

먼저 우리 모임 이름을 구미호로 정했습니다. 9명의 친구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 쉬시는 분들, 경로당에 모여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제일 돕고 싶은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무리인 것 같다는 선생님의 말

환경, 공정무역, 지역사회 고유문화, 다문화, 세계화, 경제정의 여러 가지 주제에

씀을 듣고 광명6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토스트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

대한 안내를 듣고 무엇을 해볼지 각자 고민한 뒤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다. 그래서 방과후에 모여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어르신들 저희 노래 들어보세요~ 저희가 만든 토스트 드셔보셔요 ~
환경보호와 노인인권 문제로 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만든 토스트를 들고 광명6동 경로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4월 7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환경문제 해결과 노인 인권 보호로 정해보았습

절을 올렸습니다. 함께 고운소리로 나무의 노래라는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저

니다. 원인과 결과나무를 만들어보며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행

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기특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 가득 뿌듯함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이 차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샌드위치 재료 재배하기
교실에서 버려지는 학용품 다시쓰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재배한 채소를

나눠쓰기!

이용해서 어르신들께 샌드위치를 만

우리는 우리 교실에서 버려지는 학용품을 모

들어드리려고 감자를 키워보았습니

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연필이 많

다. 우리 학교 지구사랑동아리와 함

아서 연필들을 주워 깎아놓고 필요한 사람들

께 했습니다.

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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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감자수확 ^6^ ~

바른식생활 농촌체험학습 메밀국수 뽑기

하지 무렵 우리는 감자를 캐 보았습니다. 감자를 많이 캐서 어르신들께 드리려

학교의 지구사랑 동아리와 함께 농촌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점심은 메밀반죽

고 했는데, 감자의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을 국수 뽑는 기구에 넣어서 면을 뽑아 온면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조상들이 국
수의 면을 어떻게 손으로 뽑았는지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냉모밀이 아
닌 따뜻한 메밀 국수를 먹어보니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바른식생활 농촌체험학습 화전만들기
학교의 지구사랑 동아리와 함께 농촌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화전

아나바다 나눔터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찹쌀 반죽에 허브 꽃과 잎을 놓고 모양을 만들어 화전

우리 학교 전교어린이회, 지구사랑동아리와 함께 아나바다 나눔터를 운영하게

을 부쳐 보았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맛있기도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쓰지 않는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학교 축제 때 모금함을
설치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보호를 위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실천하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 친구들과 이웃들이 쓰레기 분
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보려
고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모여 효
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과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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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

생각했던 것을 실행하는게 어려웠습니다. 작게는 토스트를 만들 때 불조절을

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했던 환경문제, 노인인권문제에 더 관심이

하는 것부터 크게는 노인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리고 것까지 많은

생겼습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무시하기보다는 줍게 되었습니다.

일이 어려웠습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작지만 의미있는 일, 나 스스로 할 수 있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멀리하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실제로 해보니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우리 동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적어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노래를 듣고, 우리가 만든 토스트를 맛본 어르신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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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에게는 작은 행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봉사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전하고 성공할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학교보다는 우리 학교의 지구사랑동아리, 전교어린이회와 많이 소
통하며 협력했습니다. 우리 힘이 부족할때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
다. 앞으로는 우리와 뜻이 같은 다른 학교, 지역사회의 도움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더 여러 가지 활동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보아야겠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활동내용,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것을 포스터로
만들어 홍보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노력이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광일초등학교 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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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나눔 프로젝트
학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지도교사
홍기승 선생님, 최규식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우진, 노경평
정세인, 이지원, 홍수화
김하진, 박예현, 윤지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인 학생 삶+plus(체험, 배움, 공동체, 나눔)을 실천하여 미

요즘 우리 사회는 나눔과 배려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풍족함을 추구하는 모
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 길러져
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 주변을 둘러본

래 핵심 역량을 기른다.
•	‘나’라는 개인을 넘어 학교, 지역사회, 세계로의 사고 확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세계인의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결과 복지관과 같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과 창체

•	학생들의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 시설(사회 복지관)의 행복 지수를 높인다.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복지관과 같은 시설

•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재능 나눔의 계기가 될 수

을 넘어 기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돕고 싶어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있도록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다.

•	학교에서 재배 가능한 농협 소유의 텃밭과 교내 교재원에 채소를 재배하
고 생산물을 나눔으로 연결시킨다.
•	지역사회 복지시설(두암 사회복지관, 무등 사회복지관, 성 요셉의 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외로워하신다.
•	지역 사회 복지관에 연말 연시를 제외하고 특별한 도움의 손길이 없다.
•	본 텃밭 나눔 프로젝트를 실천하여 학생들의 삶 속에서 체험과 배움, 공
동체,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행복 찾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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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학급/학년 원탁 토론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반성한다.
• 씨앗 심기부터 관리 그리고 수확/판매까지 우리의 손으로 한다.
• 주말 재배팀을 꾸려 꾸준한 관리가 되도록 한다.

학교 텃밭의 이용 방법

수익금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위도 잊는 하루였다. 이번에 생산

학년 모임(회의)에서 학교 텃밭의 이용 방법에 대해 회의를 했다. 회의 결과는 채

된 채소로는 치마상추, 청상추, 쑥갓, 청경채, 고추, 오이 등이 있다.

소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나눔을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것은 동아리와

텃밭에 이어 학교 교재원에 있는 채소를 수확하여 포장을 한 후 남은 채소로 삼

각 학급에서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기로 했다.

겹살 파티를 하는 모습이다. 판매된 채소가 이렇게 식탁에 오른다는 생각에 모
두들 함박 웃음을 지었다.

텃밭 가꾸기 동아리

무인 판매대 설채

광주농협과의 MOU 체결로 학교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되었다. 5, 6학년 텃밭 가

본교 1층에 있는 토토방(학부모/학생들의 쉼터)에 설치한 무인 판매대의 모습이

꾸기 동아리 학생들과 6학년을 중심으로 텃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기 위한 씨앗

다. 토토방은 많은 학부모님이 오셔서 자녀를 기다리는 장소이다. 이 곳에 무인

과 모종을 심었다.

판매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수확하고 포장한 채소를 진열하였다. 그리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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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만든 나눔을 위한 캠페인 자료를 게시하였더니 많은 분들이(학부모, 교직
원, 대학생 등) 나눔에 동참해주셨다.(2학기에는 무와 배추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매 수익금은 35만원이었고, 11월 2학기 무인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텃밭에서 가꾼 수확물을 판매
토요일에 참여 가능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텃밭 생산물을 수확한 후 판매를 위
해 포장을 하였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우리가 가꾼 수확물을 판매하고, 그

급식소 연주회와 야외 작은 음악회
평화를 기원하고 환경을 사랑하자는 캠페인으로 급식소 연주회와 야외 작은 음
악회를 열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지역 사회 시민들에게 우리들의 생
각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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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랑 라디엔티어링에 참가

통일을 기원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사랑 라디엔티어링에 참가하였다. 세계 평화를 위한 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업 장면과 학생들의 작품이다.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평화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통일을 기원하면서 세계 평화로 생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 염원 작품 만들기
우리 학교 전교생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이다.
좌측부터 통일 트리, 통일 염원 글쓰기, 한마음 통일지기(전교생 협동 작품)이다.

전교생이 함께 만든 한반도 ‘플래시몹’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전교생이 함께 만든 한반도 ‘플래시몹’의 모습이
다. 학년 모임(전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학생회 대표와 학급 대표가 함께
준비하였으며, 본 플래시몹은 광주MBC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자주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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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교실에서만 수업을 배운다고 생각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이 개개인 나름의 학원 등 스케쥴이 있어서 재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생산, 노동, 나눔, 그리고 평화 등에 대해 깨닫게

능기부, 봉사 차원의 시간 할애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학부모님

되었다.

들께서 직장에 다니셔서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하교 후, 혹은 주말에 봉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내 손으로 직접 씨앗도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가꾸어 보니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생명이 잘 자라
기 위해서는 환경을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	우리 가족, 나만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지역, 우리나라, 더 나
아가 세계 시민들이 함께 우리 지구를 지키고, 경제적으로 분배가 잘 되어 서

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프로젝트 수행의 대상이 한정되
어 있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	성공 요인으로는 여러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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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있었기에 기부, 여러 행사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였다.

로 돕고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지역 사회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업을 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 예산이 늘었났으면 좋겠다.

배운 내용을 지역 사회 기관에 직접 가서 적용해 보고, 봉사도 더불어 해 봄

•	여러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다.

•	유네스코를 통해 나를 넘어 세계화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나눔에는 생산물이나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와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	교육과정 속에 배운 내용들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성요셉의 집, 두암종합
사회 복지관,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들에 가서 직접 재능 기부, 친
환경 농산물을 기부해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지역사회 시설들을 찾아가보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게 되
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일회성의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지원이었다.
•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었다. 현장의 목소리보다 값진 것은 없다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페이스 북 등의 SNS와 지역사회 방송/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의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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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초등학교

남산인이 꿈꾸는 세상! 더 푸르게! 더 행복하게!
학교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 17 (옥동)
지도교사
박소영 선생님, 이재성 선생님

학생구성원
조은서, 나예주, 박세인, 송윤승, 박정윤, 신지은, 김민정
윤은수, 이창현, 윤기주, 김한율, 조현빈, 박준혁, 민준혁
오동욱, 최동훈, 이지우, 박민상, 윤다인, 최윤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환경

있나요?

보호에 참여했다. 인권 존중과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을 통해 공감과 이해로 소통

남산초등학교는 울산의 교육열기가 뜨거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물질적,

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대다수 학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절약활동, 존중
과 배려활동, 봉사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을 실천하였다. 활동을 통해 글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벌 리더를 꿈꾸는 남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관념, 인권존중, 환경문제에

• 유네스코 이념에 대해 배운다.

대한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국제이해교육을 바탕으로 한

•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절약을 실천한다.

세계시민이 되는 자질을 기르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습관을 기른다.
• 나와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대화로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교에서 가장 밀접한 문제이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한 부분인 환
경문제 인식과 인권존중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1년 간 관련 프로젝트 활동
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꾸준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가치인 인권존중, 환경보호를 교육하고 생활 속에
서 실천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어진 환경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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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및 유네스코 학교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유네스코 이념알기 활동

서 각 반마다 ‘지구 지키미’를 정하여 지구 지키미 조끼를 입고 화장실 수도꼭지

9월 2일, 30일, 유네스코학교로서 4~6학년 학생들이 유네스코에 대한 관심을 갖

잠그기(물 절약), 빈 교실 불끄기와 쉬는 시간 TV 전원 끄기 및 학교 실내외 쓰

고 이념을 알아가면서 유네스코 활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유

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및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서 실천해봄으로써 주인의식을

네스코 신문을 활용하여 학급회의, 전교어린이회의 기타 토의시간에 유네스코이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의하면서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유네스코 교내 독서학예 대회
4~5월, 7월 5일, 전교생들이 유네스코 이념(평화, 자유, 정의, 인권, 지구환경)이
담긴 도서를 찾아 읽고 독후감상화, 책 만들기, 독후감상편지쓰기, 영어독후감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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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기 대회에 참여하여 주제별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해봄으로써 유네스코에 대
한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유네스코 다문화 체험 활동
4월 14일, 6월 30일, 4~5학년 학생들이 전문강사 선생님과 함께 각 교실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유네스코 교내 영어말하기 대회
5월 16~17일, 유네스코 교내 영어말하기대회에는 3~6학년 학생들이 유네스코
이념 중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봄으
로써 지구촌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네스코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실천하기 활동
6월 22일~12월 28일, 학생들의 꾸준한 에너지 절약 활동과 실천 습관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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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솔마루길 숲 해설 프로그램 참여

유네스코 나눔실천데이 운영

8월 12일, 여름방학 중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과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이 식

9월 8~30일, 전교생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Dream 저금통” 중 나눔 캠페인에

물과 동물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자연보존의 필요성 느끼며 숲 해설가의 이

참여하여 23일간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나눔 모금 활동을 실시하였다. 후원금이

야기를 경청하고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환경정화활동 봉사를 통해 심신을 아름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부활동이 되었다.

답게 하였다.

유네스코 남산초 영어연극동아리(N.E.A.T.) 운영
3월 24일~11월 11일, 5~6학년 희망 학생들이 매주 수, 목 한 시간씩 유네스코
를 통하여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자는 주제로 영어 연극을 배움으로써 글로벌 학
습과 더불어 유네스코 이념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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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2015년부터 남산초등학교가 유네스코학교로 행사들을 했었지만 유네스코에 대

유네스코 나눔실천데이 활동으로 드림저금통 모금활동을 하기에 앞서 가장 우

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올해는 유네스코 이념알기부터 다양한 활동에 참

려했던 부분은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었다. 다양한 비정부기관(월드 비젼, 굿

여해봄으로써 유네스코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네이버스, 사랑의 열매 등)에서 하는 모금활동들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학

유네스코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을 걱정할 줄 알게 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

의 드림저금통 캠페인을 참여해보면서 우리들의 후원금이 유네스코를 통해 의

도할까 고민이 많았다.

미 있고 감동적인 일에 쓰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번 모금의 취지는 학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작은 용돈 안에서 스스로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위해 유네스코 모금관련 홍보동영상 및 글로벌 나눔 동영상(EBS)을 매주 1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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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돕고자하는 마음으로 아껴가며 모금하는 것이었기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시청하면서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더 많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실

내가 학교에서 체험해보고 배운 것을 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천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다. 지구 지키미 조끼를 입고 학교에서 활동했던 빈 교

비록 학생들의 고사리손으로 모은 코묻은 동전으로 가득찬 저금통이었지만 전

실 불끄기, 화장실 물절약, 에너지 절약이나 분리수거, 일회용 안 쓰기 등 지금

교생이 각 학급에서 참여하니 백만원이 훌쩍 넘는 모금(금1,107,750원)을 이루

당장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닥칠 지구의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작은 것에서

어냈고 학생들에게도 뿌듯하고 행복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킨 것 같아 성공적인

부터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라도 더 실천해보려고 노력하게

활동이었다.

되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 취지를 알면 알수록 참 좋은 활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

유네스코 나눔실천데이 드림저금통 캠페인 활동 후 활동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네스코학교 뿐만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많은 학교들과 학생들도 유네스코에 관

에 소개하였다. 보도 자료를 내어 울산광역매일신문과 울산여성신문에 기사로

심을 갖고 그 취지를 이해하며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램이다.

실려 울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구의 주인이다.”
내가 먼저 지구를 생각하면서 지구를 아껴야 하니까.
남산초등학교 조은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우리이다.”
나 혼자하기보다 모두가 함께하면 더 좋기 때문이다.
남산초등학교 나예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봉사하는 사람이다.”
남이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니까.
남산초등학교 박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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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한국국제학교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생글생글 동행
학교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금주신구 진붕공업로 73호
(73 ZhenPeng, Industry District, Jinzhou New District,
Dalian, Liaoning 116600, P.R.China)

지도교사
송미경 선생님

학생구성원
임수빈, 최정욱, 김겨울, 김희현, 박채강
신현서, 선서영, 유승원, 이서연, 이진석
이도규, 정혜빈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대련한국국제학교가 위치한 중국은 아직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	환경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바빠지더라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는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
•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인식이 부족하다. 게다가 길을 가다보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들보다 아무렇게나 던져 버리는 사람을 찾기가 훨씬 쉽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한국에서 분리수거에 익숙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적

1. 생글생글 아껴쓰는 동행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실천을 잘하지 않는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 재활용 분리수거통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하기

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또한 본교에

• 게릴라 환경 퀴즈대회, 환경노래 개사하여 부르기

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있는 대련 바다는 2010년 7월에 원유저장탱크

• 빈 그릇 캠페인 활동 진행

의 폭발과 10월의 화재발생으로 큰 바다오염을 경험했었다. 5년이 지난 대

• 재활용 종이탈 만들기

련 바닷가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불가분

2. 생글생글 행복한 동행

의 관계임을 인식하면서, 나, 너, 우리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나가기

• 대련 바닷가 탐사활동

위해 ‘어깨동무’ 동아리 친구들이 나섰다.

• 바닷가 지킴이 활동
3. 생글생글 건강한 동행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건강한 텃밭 가꾸기, 호박죽 만들어 먹기

• 나, 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 나무야 같이 자라자-내 나무 가꾸기

•	나, 너, 우리가 깨닫게 된 환경의 소중함이 나비효과가 되어 내 주변의 친

• 친환경 닭, 토끼 돌보기

구, 가족, 학교, 우리 학교가 위치한 중국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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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1. 생글생글 아껴쓰는 동행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6월 1일, 교내에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였다.
중국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에
온갖 쓰레기들을 함께 버리고 있다.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일반쓰레기
등으로 분리하여 배출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버리는 쓰레기의 양도 줄여
나갈 수 있었다. 이 활동에 뜻이 있는 학부모님께서 쓰레기통을 기증해주시면서
함께 동참해주셔서 더욱 의미있었다.

빈 그릇 캠페인 활동
중국은 한국에 비해 농산물의 가격이 저렴하고 먹거리가 풍부하다. 이에 버려지
는 음식물의 양을 줄여서 지구마을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도 절약하자는 인식
을 심어주고자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빈 그릇을 잘 실천한 학
생들에게는 부채를 선물로 지급하여, 여름철 더위로 인한 에너지의 사용도 줄이
자는 마음도 담았다.

게릴라 환경퀴즈 맞히기
6월 17일 점심시간에 1~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상식과 지식을
겨뤄보는 게릴라 환경퀴즈 맞히기를 실시하였다. 1~100번까지의 번호를 하나
선택하여 해당 문제를 맞힌 학생들에게는 선물을 증정하였다. 환경에 대한 상식
과 지식의 폭도 넓히고, 맛있는 간식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었던 재
미있는 시간이었다.

재활용 종이탈 만들기
10월 15일, 버려지는 신문지를 활용하여 종이죽을 만들고, 그것으로 재미있는
모양의 탈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만든 탈은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본교 행사인 유네스코데이때 전시하였다.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
이디어도 구상해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탈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된 소중한 체
험이었다.

환경노래 개사하여 부르기
6월 17일 점심시간에 1~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간단
한 동요에 환경 실천 의지를 담아 ‘환경 노래 개사하여 부르기’ 활동을 실시하였
다. 음악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 있게 끝까지 개사를 완성하여 부르면 맛있는
간식을 선물하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노래 부르기와 연계하여 지
속적으로 유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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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글생글 행복한 동행

대련 바닷가 탐사 활동

11월 12일, 바닷가 탐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본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대련 바다는, 2010년 7월에 원유저장탱크의 폭발과 10월의 화재발생으로
인해 큰 바다오염을 경험
했었기에, 5년이 지난 대련
바닷가의 모습이 궁금했
기 때문이다. 부유물과 쓰
레기들은 방치되어 있었지
만, 생명력 있는 건강해진
바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련 바닷가 지킴이 활동
11월 12일, 바닷가 지킴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말 오후 바닷가를 찾은 중국인

호박죽 만들어 먹기

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과 환경보존을 대비한 사진을 전시하여 환경오염에 대

10월 15일, 본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호박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호박죽을 만

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였고, 중국어와 한국어로 캠페인활동을 전개하여 깨

들어 먹었다. 물이 끓는 동안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직접 만들었고, 호박을 다듬

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동참할 것을 유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줍

으면서 호박씨를 관찰하고 호박 냄새를 맡았다. 호박에서 상큼한 멜론냄새가 났

기 활동을 전개하여 바다지킴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다.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호박
죽을 먹으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3. 생글생글 건강한 동행

건강한 텃밭 가꾸기

본교 교문에 들어서면 우측으로 토끼네 가족과 꼬꼬네 가족이 이웃하여 살고 있

본교 텃밭에는 각 학급에서 심은 다양한 농작물과 외부에서 기증 받은 과실수가

다. 꼬꼬네에서 생산된 유정란을 학생들이 삶아 먹기도 하였고, 암탉이 품기도

잘 자라고 있다. 그러나 기름진 흙 덕분에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하였다. 최근에는 꼬꼬네 암탉이 품었던 달걀이 부화하여 병아리 7마리가 태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건강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텃밭에 있는 잡초를 뜯어 먹이로 주고, 관심과 사랑으

보았다. 또한 힘든 노동이 아니라 재미있고 값진 노동을 체험하고자, 7월 6~8

로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건강한 우리의 삶은 건강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일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팀으로 나누어 잡초 뽑기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치고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실천하고 있다.

나서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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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닭, 토끼 돌보기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	레인보우 활동을 하기까지의 준비과정이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활동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들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뿌듯함으로 모든 어

한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중국에 오면 중

려움을 잘 이겨낸 것 같다.

국 사람들처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되었는데, 다양
한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호박
죽 만들기와 텃밭 잡초 뽑기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이 되었다.

•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설치할 때 친구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힘들고 어려웠
지만, 많은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	나와 친구들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나도 열심히 참
여하였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학교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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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	꼬박꼬박 시간에 맞추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도 친
구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해볼 만 했다.
•	과연 내가 환경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

다.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품의 사용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지만, 환경에 대해서

과 함께 재미있고 활기차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니 어느새 그 두려움을 떨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쳐낼 수 있었다.
•	처음 레인보우활동을 시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했지만, 과연 내가 레인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우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하고 나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바다가 있어서, 바다를 주제로 할 수 있었다. 환

•	서로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서로 양보
하고 인정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

경 사진전이나 캠페인 활동을 했다. 중국 대련이라는 지역사회와 소통하였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모두 중국 분들이셔서, 쓰레기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여 재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활용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중국도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를 확대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좋겠다. 그리고 환경 보호에 앞장 서기 등의 행동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중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	제일 어려웠던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때의 과정이었다. 친구들과

•	중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리에 쓰레기, 강아지 배설물, 침 등을 함부로

의논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학부모님들과 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님의 지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	처음에는 내가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송
미경 선생님 덕분에 내가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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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송중앙초등학교

마·중·나·기
친구들과 마중나기로 하나되기

마 : 마주보기
중 : 중요하게 생각하기
나 : 나가 아닌 우리로 함께하기
기 : 기운 불어 넣어주기
학교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40번지
지도교사
김지선 선생님, 안현미 선생님

학생구성원
유서연, 김수민, 윤도경, 유예림, 임가람, 구찬모, 임내권, 정하은
임가온, 채민혁, 유시환, 탁정호, 조성찬, 임가온, 강수연, 황채원
박 건, 임 준, 이용화, 조성빈, 박은동, 강민성, 김민서, 이호근
이기윤, 김서진, 조성찬, 배용휘, 정은성, 김영훈, 이용건, 권정균
김가빈, 이송현, 김민정, 황윤정, 김수아, 서태희, 조초아, 김민서
노수민, 심서현, 이은영, 박진서, 오민아, 김태희 ,윤도경, 김유나
김서연, 정은성, 정예진, 조성찬, 마기준, 박인서, 조승원, 김수민,
김지수, 유현지, 김가영, 이송현, 이민혁, 박종현, 유현민, 강준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깨끗한 지구 살리기 한 걸음

있나요?

깨끗하고 쾌적한 지구 만들기를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한다.

본교는 약 20% 가량의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의 학생으로 학생 스스로 다문

•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환경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

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 학교 주변 정화활동을 적극 펼쳐서 우리 학교 환경 살리기에 앞장선다.

자 하는 다문화, 세계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깨끗하

•	집, 학교, 그리고 사회로 이어지는 환경 그린벨트를 조성하여 지구 살리기에 적

보호하여 쾌적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극적 자세를 만든다.

마송중앙초등학생회에서는 작은 사회인 학교가 다문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출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마중나기 운동 실천하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다문화 친구들과의 행복한 동행

덕목
마

풀이
마주보기

다문화·세계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모두가
어울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싶었다.

중

중요하게 생각하기

•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인식 변화를 꾀한다.

환경의 소중함 알기
타인의 권리, 존엄성 인식하기

나

나가 아닌 우리로 하나 되기

다양한 문화의 연결 고리 만들기
나와 같은 세계인으로 함께 하기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깨끗한 환경만들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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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한 환경의 문제점 마주하기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다문화 친구 존중하기

• 다른 문화에 대한 넓은 이해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옆에서 공부하는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함께

구체적 실천 내용
다문화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기운 불어 넣어주기

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한 세상 만들기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 보내기

다문화 마중나기 프로젝트

지
 구촌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큰 공동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다문화교육 현장체험학습 실시(4월 20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인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인도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도 유물에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놀이기구, 의류 등을 접하며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고 왈리를 직접 그려 봄으로써 인도인의 정신과 문화

혜를 배울 수 있었다.

세계를 그림 안에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화와

DREAM 드림 바자회 실시(5월 25일)

비교해 보는 시간이었다.

•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가난한 지구촌 친구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나눔 캠
페인을 실시하였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학생들이 물품을 기증해 주었고 교직

‘선생님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5월 15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원들은 직접 수공예 악세사리를 제작하여 물품을 만들어 주었다.

•	스승 사랑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스승은 학생 사랑을, 학생

•	전교생이 물품을 구입하고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약 180만원 상당

은 스승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스승의 날 행사를

의 큰 수익을 올렸다. 바자회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빈곤, 사회적 차별로 교
육의 기회를 잃은 친구들을 위해 유네스코, 굿네이버스, 김포시 외국인 주민

마련하였다.
•	학생자치회 친구들과 본교 다문화 친구들이 함께 카네이션 만들기를 하였고,

지원 센터에 기부되었다.

선생님 예쁘게 사진 찍어드리기, 선생님께 전하는 ucc만들기, 선생님께 롤링

학생들의 기획과 준비로 운영된 바자회를 통해서 어려운 지구촌 친구들을 도울

페이퍼 쓰기, 스승사랑 플래시몹으로 사랑을 표현하였다.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서로의 인권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교생이 참여한 바자회 모습

선생님께 카네이션과 롤링페이퍼 전달식

학생 리더십 훈련 실시(5월 30일)
•	학생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하여 학교에서 우리가

세계인의 날 행사(5월 25일)
•	다양한 나라(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관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알
아가는 체험에 적극 참여하였다.

해야할 일들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하며 발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다.

세계 언어로 진행되는 다문화 학생 조회(매월 초)
•	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20%를 차지하는 본교에서는 다문화 친구들이 부모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관과 자부심을 갖도자 다문화 친구들이 직접 부모
나라 말로 진행하는 다문화 학생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	3월: 영어, 4월: 중국어, 5월: 몽골어, 6월: 베트남어, 7월: 일어, 9월: 러시아
어로 진행이 되었다. 이는 본교에 다니는 다문화 친구들의 비율을 고려한 순
이다.
다문화 친구들에게는 전교생 앞에서 유창한 모국어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
고.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세계인의 날 중국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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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화 교류(4~6월)
•	본교 학생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베트남 학생들의 자긍심 증진과 부
모 나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베트남 교사를 초청하여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	베트남에 대한 궁금한 점을 베트남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답을 듣고, 인터뷰
내용을 전교생과 공유하였다.
베
 트남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베트남 교사들을 통해 베트남에 대
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나아가 학부모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긍정
적인 시각으로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읽고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세계의 음식 만들기 체험
•	월 별로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고 각 나라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 문화
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선생님 환영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보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옷
과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문화도 연결하여 이해하기가 쉬워졌다.

몽골 문화 엿보기
•	본교 자매결연을 맺은 몽골 후뭉종합학교와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하였다.
•	몽골 학생 7명과 교직원 4명의 한국방문(2016.07.25.~ 07.30.) 시 교류활동
동참. 몽골학생들이 본교강당에서 전통음악, 춤 공연, 본교 자치회 구성원 및
국제동아리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문화교류(2016.07.25.)
•	자치회 일부 임원 및 국제동아리 학생 7명과 교원 3명(2016.08.07.~ 08.12.)
•	몽골음악, 게르, 음식체험 및 명소 방문, 양국 교육활동 비교활동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권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실제적인 국제이해교육과 다문
화감수성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전국 다문화 UCC 공모전 참여
•	본교에 입학하는 전교생의 20% 이상의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쉽고
즐겁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문화 UCC를 제작하였다.
다문화가정 친구들의 고민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함께 공감하고 나아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의 발판이 되었다.

몽골 방문단 소개

굿네이버스 편지쓰기
•	지구촌 어려운 친구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나의 상황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46

깨끗한 환경 마중나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환경교육 체험학습 실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시화호, 대부도 갯벌 등 자연생태계 보존이 잘 이루어진 환경 생태 지역을 탐

다문화에 대해서

방하였여 악취가 나던 시화호를 환경생태보존지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지구촌에 사는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가진 친구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나와

과정을 살펴보고 환경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과 보존 방법에 대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가는 다문화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

서 논의해보았다.

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친구들에게 이해

환경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

와 사랑을 조금 더 보여줘야한다는 생각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다. 또한 오염된 환경을 극복하고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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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환경에 대해서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스스로

잔반남기않기 캠페인 실시
•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학생 스스로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기획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깨

만들기 위하여 작은 노력부터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든 것을 보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자각하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한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추진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다보면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
게 알게되는 것 같다. 또 선생님께서 학급이나 학생자치회 활동 시 세계의 문제
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 주셨
다.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다문화 교
육을 받을 수 있었다.
지구촌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로 기획한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학생, 교직원,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신선했
다. 작은 학교의 변화가 마송리 그리고 김포의 다양한 생각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깨끗하고 푸른 하늘 지킴이 활동
•	우리 주변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해보고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았다. 이에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	대기 지표 식물을 심고 오염도를 측정하여 평상시 대기 오염을 자각하고자
한다.
맑은 실내공기를 만들기 위한 대기 오염 정화활동들을 실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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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바자회 물품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학교와 지역 사회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유네스코 이념과 바자회 추진 이유를 충

게 해야 할까요?

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며 학생회 임원들 스스로 보다 성공적인 바자회를 만들기

인도 박물관, 시화호, 대부도, 다문화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해 다른 지역

위해 노력했다. 논의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의 자질을 엿볼

을 방문해 보았다. 또 유네스코, 굿네이버스, 김포시 외국인 지원 센터를 통하여

수 있었다.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활동에 참가했고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활

매월 진행하는 다문화 학생조회는 일부에서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루

동을 전개하였다.

하거나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모국어로 통역하는 다문화 친구
들에게는 학교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회이다. 그 학생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는 일이 되었다. 다만 이중언어를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잘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 학생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스승의 날 행사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카네이션 만들기, 스승의 날 동영상 제작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승 사랑과 존경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뜻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이 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가 되

깊은 시간이었다. 학생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행사였던만큼 학생들에게

었으면 좋겠다. 환경의 소중함과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더 많이 생각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선풍기이다.”
답답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함께 시원하게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송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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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초등학교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학교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33(명곡동)
지도교사
이수경 선생님, 한미진 선생님

학생구성원
강정모, 최은영, 이교준, 이시우, 박태영
경민성, 이지나, 최은교, 김동윤, 이민섭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환
 경과 인권 등 국제적인 주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가지

•	우리 학교에는 너나들이 텃밭 가꾸기, 동아리 활동, 인문고전독서 시간 등
을 통해 다양한 세계 문제(Global Issue)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	국제이슈나 국내의 사회적인 문제들은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해결
책을 찾아보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소에 무심코 넘겼던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세
 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세계적인 이슈들을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나의 작은 실천이 바탕이 되어 더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학
 교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님,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우리는 스스로 먼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른다.
•	우리는 학교의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 지구촌 문제를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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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명도 너나들이텃밭을 활용한 녹색성장교육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수업

명도초등학교는 학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500평 규모의 학교 텃밭을 이용한 생

명도초 6학년은 9월 28일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수

태체험학습을 실천하고 있다. 텃밭은 학년별 텃밭, 동아리텃밭, 가족텃밭으로 운

업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원인과 결과 나무를 만들며 지구온난화에 대해 보다

영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텃밭을 통해 가족과 이웃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명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도초 학생들은 작물 재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실천 의지도 다졌다.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있다.

공정한 경제활동 수업
명도초 6학년은 10월 6일 공정한 경제 활동에 관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콩고에 살고 있는 은주지’라는 같은 또래 학생들로 시작하였다. 학생들
은 은주지라는 콩코 친구가 휴대폰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콜탄’이라는 광물 때문

비빔밥 프로젝트

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공정한 경제 활동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명도초는 학교의 특색교육으로 제7회 창의인성페스티벌을 7월 18일부터 1주일

절실히 필요한 지를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간 운영하였다. 특히, 6학년 학생들은 학교 텃밭에서 자란 각종 채소들을 활용한
‘비빔밥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우리나라 비빔밥의 우수성에 대해 공부하고, 비
빔밥을 만들고, 나아가 비빔밥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지키고, 사랑하는 기회를 가졌다.

환경지킴이 활동 수업
명도초 6학년 10월 12일 ‘지구촌 환경 지키기’에 관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본 수
업에서는 학생들이 지구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점점 좁아진다는 위기 상황을
‘지구 종이 접기 놀이’를 통해 경험하며 인간의 무분별한 발전이 지구의 생태계
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세계문화 체험의 날 운영
명도초 6학년은 9월 22일 세계문화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모둠별로 각각 나
라를 정하고, 그 나라의 언어, 의복, 음식, 문화재 등을 조사하여 외국 문화 소개
부스에 전시하였다. 이어 3~5학년의 학생들을 자신들의 부스로 초대하여 해당
나라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그 나라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문화 해설사 활
동을 실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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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
과 학부모님의 이해를 통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특히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7가지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주제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 세상 어디에선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데에서 많이 놀랐고, 나로 인해 그러한 사례들이 해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결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힘을 얻었다.

•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7

•	말로만 세계시민을 외치지 않았고, 너나들이 생태텃밭 가꾸기 활동, 비빔밥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한 본교 6학년만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1학기 16

프로젝트, 다문화 페스티벌 등을 통해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공부가 도움이

차시, 2학기 21차시로 구성하였다. 올해 만들어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내

되었다.

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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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에서 시작된 본 프로젝트가 저학년으로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	학교 교육과정이 바탕이 된 학생들의 프로젝트 운영이 가정, 지역사회와 함
께 운영될 수 있도록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직접 준비한 다문화 체험의 날을 통해 3~5학년 동생들에게 다른 나
라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음식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	비빔밥 프로젝트에서 우리 학교의 텃밭에서 키운 야채를 이용해서 비빔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과 비빔밥의 좋은 점을 홍보 영상
으로 제작하였다.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홍보하였다. 우리가
만든 홍보 영상이 우리나라의 비빔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인권과 평화’ 수업에서는 ‘우리 가족의 평화 지수 알아보기’ 활동을 통해 가
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 간의 사이가
많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학교에서 실시하는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를 경남 유네스코학교 협의회에 소개하였다.
•	본교의 텃밭을 활용한 생태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이 경남 지역 일간지 및 네
이버 블로그에 소개되었다.
•	교육과정설명회, 학교 홈페이지, 안내장 등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며 가정
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학생들을 비롯한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웠다. 여러 방
법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실천방
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실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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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427
지도교사
장지웅 선생님, 이태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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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배경 학생이 약 60여 명 있다. 다문화 배경 학생들과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다문화와 지역문화, 평화에 대해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

그 부모님들은 한국인의 편견, 차별 등의 인권침해 속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

기 할 수 있는 홍보 대사가 되어 학교 및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낸 경험이 있으며, 그 출신국 또한 매우 다양하여 서로 다른 문화 및 생활 모
습들이 많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
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
국의 다양한 세계문화유산들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특성과 우수성 등을 내면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고자 하였다.

•	보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길러주고 싶었다.
•	지역주민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싶었다.
•	지역사회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문제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알려 변화의 물결을 전하려고 노력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세계 속 우리’의 개념 바로 알기
• 편견 없는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 존중하기
• 다른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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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부하고 함께 만드는 세계문화유산

음식문화체험

매주 화요일 6교시 프로젝트 교육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세계문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화유산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을 만드는 퍼즐을 활용하여 실제

조사해 보고, 그 내용들을

제작도 해 보았다. 세계의 여러 문화유산을 살펴보며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한

미와 중요성, 가치를 갖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는 다양성의

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을 가졌다. 그 나라의 문
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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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지역사회 환경의 날 행사 참가
지역사회에서 있었던 환경의 날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양
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우리의 생각
과 경험들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문화유산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다문화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유네스코 팀원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과 결과 나무를 그림으로 제작하여 보았다.
평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조사활동을 통해 알게된 학생들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인 다양한 문화 존중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세계문화유산 전시회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탐구하고 직접 제작한 문화유산퍼즐 전시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004 마라톤
10월 지역사회에 있는 1004 마라톤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유
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이 되었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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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동아리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문화 특

된 것들이 많았으며,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는 소중한

별학급 담당선생님과 다문화 특별학급 학생들 면담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

시간이었다.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

를 얻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에 대해

회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세계 문화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있는 기회를 조금씩 더 확장함으로써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학생

생각하고 노력하였다.

들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 ‘세계문화유산 알아보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세계시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

민으로서의 소양을 닦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봄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
를 이해할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
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지역사회 주관의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서 보다 넓은 차원의 활동에 참여하
여 경험을 넓힐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소통하였다.
동두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
는데,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함께 하는 친구이다.”
다양한 개성 속에 우리가 친구처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보산초등학교 서현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행복이다.”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함께 한 활동들이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보산초등학교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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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염경초등학교

부엔 비비르 - 함께 바꿔요 우리마을
학교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69길 49
지도교사
정용주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

학생구성원
원 민, 이건우, 전승현, 장규인
정민경, 김효정, 박서진, 전지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누구나 즐겁게 염창산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정비하면서 둘레길을 만드

우리 학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으며, 88올림픽대로를 접하고 있는 곳으

는 것이 목표이다. 지속가능한 산이 될 수 있도록 묘지 등을 정리하면서 안전하

로서 마을 산인 염창산이 주는 환경적, 치유적 가치는 높다고 본다. 그러나

고 편안한 산이 되도록 변화시키며 무엇보다 시민들에 의해 관리되는 염창산을

지역주민들이 찾고 가꾸는 산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 지역의 휴식공간으로서

만들고 싶다. 특히 최종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염창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폐쇄된 골프장 등의 문제가 방치되어 있다.

산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염창산 보존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Action Plan 1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염창산 지킴이 만들기
•Action Plan 2 : 방치된 묘지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하기
•Action Plan 3 : 구청,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
•Action Plan 4 : 방치된 골프장 문제 해결을 구 의회에 건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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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회의

프로젝트 연계 뮤시컬 공연

주제에 맞추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회의를 진행하였다.

염창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뮤지컬을 만들어 학생,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하
였다.

조사 및 바이오 블리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염창산의 생태,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을 매월 2회
씩 진행하였다.

구의회 발표
프로젝트를 SDGs와 관련지어 구의회에서 설명하면서 정책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

프로젝트를 알리는 길거리 홍보 준비
염창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떻게 바꿔야할지 알리는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행 1
직접 디자인한 것을 토대로 물건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실행 2
학생들이 직접 목공기술을 배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최종평가회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공개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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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염창산은 학교 주변에서 유일한 산이다. 솔직히 이 산에 가본적이 거의 없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제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환경단체와 어떤 생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자주 염창산에 가게 되었다. 우리는 염창산에

서 어려움이 많았다. 말로는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배운다고 하지만 그냥 상

방치된 묘지도 많고, 송전탑이 있으며, 주변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는 것도 알

상하고 그림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프로젝

게 되었다. 또한 투기된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골프장과 구석에는 개고기집이

트는 이러한 장애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알게된 계기가 되었다.

있어 산 자체가 방치된 느낌이 들었다. 일 년동안 염창산을 누구나 찾는 즐겁
고 편안한 산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는 이 산이 소중하고, 마을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렸다. 이 산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에 사는 생물들을 위해서라도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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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마을과 학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도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초등학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생들이 구의회에서 문제를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 환경단체와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연계하면서 변화를 위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것은 대학에 가서 또는 어른이 되어서 한다는 생

렸다. 하지만 학생들,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갇히지 않고 우리처럼 실천하는 노

각이 만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

력은 중요하다고 본다.

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학교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성 동아리, 세계시민교육 동아리, 학생회와 연계하
고, 다른 학교의 지속가능성교육 실천 교사회 분들과 협력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라서 지속가능성 교육과 관련
한 시민단체, 마을기업과 연계하고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젝
트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과 연계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홍보, 설문조사, 설명
회, 토론회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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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태원초등학교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무지개빛 이태원
학교주소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19
지도교사
전예지 선생님, 이소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혜린, 이시온, 박서연, 김시은, 홍정화, 트레져
조영찬, 공이안, 장승규, 노승균, 마태오, 다니엘
김보라, 릴리안, 조하진, 조하경, 황보성은, 김나연
김지후, 류석완, 박서연, 정은수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 꿈을 펼쳐나감으
로써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이태원초등학교는 이태원 국제거리와 미군부대가 인접한 지역적 특성상 전교

•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찾아 실천하고 평가해 나가면서 자신

생 중 10% 이상이 14개국 출신의 다문화학생(외국인가정 포함)이다. 지역의

감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교 분위기와 학교 문화를 조성하

특성상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본교의 환경은 학교를 작은 지구촌으로 삼아 교실에서의 배움과 실
천이 결국 전지구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고자 한다.
•	이와 같은 변화가 학교 내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친구들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겠다.

•	세계시민-인권 동아리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 편견을 버리고 학교를 배려가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며, 다양한 캠
페인 활동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의
식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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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누겠다.

세계시민 포스터, UCC공모전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5월 23~27일 교내 세계시민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다문화 및 인권에 대해 생각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교실로 찾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포스터, 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교

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다소 생소했던

내 공모전 형태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인권존중, 차별없는 사회,

여러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학교, 타문화 이해 등의 주제에서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학급에 있는 다문화 학생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다는 점에서 보람된 수업이었고, 학급의 다문화 학생 어머니께서 직접 그 나라의
간단한 음식도 준비해주셔서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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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세계시민대축제 개최
5월 27일, 교내 세계시민교육대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에서 학생들은 세계

교실로 찾아가는 아동인권, 인권이해교육

시민교육 영역별(세계문화, 인권 및 평화, 환경) 체험을 통해 지구촌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을 실시하였다.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다져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월에는 월드비젼 세계시민학교 선생님께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인

프로젝트 주제인 인권에 대해서는 공 전달하기 놀이를 통해 서로 다른 모습(신체)

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학생들은 운동화 만들기 체험을 통해 비록 체험이

을 가진 친구들 존중하기, 눈을 가리고 친구에게 의지하여 길을 찾는 장애우 체험

지만 운동화를 열심히 만들고도 아주 적은 돈을 받는다는 사실에 문제를 느꼈고

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생각해보기 등의 활동을 하였고, 다문화에 대해서는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11월에는 국가인권위

세계의 전통의상, 전통놀이, 전통음식, 인사말 알아보기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

원회의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통해 이주민(다문화 학생)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를 넓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안전과 질서를 지키며 즐겁게 활동하였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행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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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세계시민-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 방문단- 함께하는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인권,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

10월 27일, 자매학교인 중국 상해 칠보명강소학교에서 이태원초등학교를 방문

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우리 하나 하나의 힘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

하였다. 우리는 중국 학생들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함께 한지공예, 전통음식 만

는 일을 통해 우리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

들기, 국립중앙박물관 체험학습을 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

해 보고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 실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교실

졌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서먹했지만 함께 활동을 하며 서로가 이해하

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하고 주변

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세계시민이
되고자 하였다.

레인보우 봉사단
1년 동안 한국어를 잘 못하는 동생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서 뿌듯하였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동생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면서 그 전에는 잘 몰랐던 다문화 학생들의 어려움
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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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세계시민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양

게 해야 할까요?

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계 속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

의 우리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왜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는 프로젝트를 만드려고 노력하였다. 프로젝트 진행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 변화가 단순히 학생들, 혹은 학교 안에서 그치지

에게는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

않고 지역사회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았다.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들- 우리 학교의 다문화 친구들
이 문화적 차이로 겪게 되는 어려움, 사회적 약자(어린이, 장애우, 다문화 친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금부터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 예상했던 어려움은 학생들의 다문화, 인권 관련 지식과 의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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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러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를 함께 살펴보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주제에 대

•	우리가 진행하는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인권보호를 위해 서로 배려해야

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그리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좀 더 존중하게 되었고 학생들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사회에까
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족이다.”
가족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처럼 세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이태원초등학교 홍정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인간의 권리이다.”
세계시민이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세계 즉, 지구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서울이태원초등학교 공이안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거북이이다.”
거북이처럼 느리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이다다.
서울이태원초등학교 노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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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

오감톡톡!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는 에코스쿨 만들기
학교주소
경남 김해시 월산로 27
지도교사
최정아 선생님, 변영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조우현, 강건희, 송아림, 박주은, 박지이, 송민우, 정지원
조채원, 이수현, 박범서, 정유진, 심우섭, 이유찬, 박서혜
서한경, 임지현, 허지우, 정윤서, 박현빈, 구미정, 박세진
김서연, 김영서, 김수민, 황시언, 허채원, 박준현, 이승우
최계진, 최연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오감톡톡! 자연과 공부하는 에코스쿨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이들이 자연과

있나요?

함께하고 생명의 소중함,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신도시의 특성상 학교 주변에 아파트와 도로 등 인공적인 공간들이 많은 데 비

을 함양하였다.

해 녹색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녹색의 푸르른 빛을 느
끼며 자연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과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텃밭, 텃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자연관찰장 등을 조성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의 녹색성장교육프로그램 운영, 에코그린 사업 운영, 우리 지역의
오염 자연환경 조사, 생물의 다양성을 관찰하고 재배하기 위한 텃밭 가꾸기, 그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마켓을 통한 자원 재활용 실천 등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하였다. 실천 약속은 TCA

삭막한 신도시의 콘크리트 건물과 아파트 및 학교 환경 속에서 에코스쿨 프로

의 실천약속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젝트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며,
교육공동체가 자연과 함께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소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숲 아래 모둠야외학습장을 비롯해 아이들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작은 광장, 흔들 그네, 야생화 화원 등을 꾸미며, 텃논과 텃
밭을 통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과 땀 흘림의 소중
함을 알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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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는 에코스쿨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

친환경 생태 텃논 벼 가꾸기 프로젝트-텃논 만들기

3월 31일,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들은 ‘오감톡톡!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는 에코스

4월 21일,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들은 학교 화단의 풀을 뽑아 텃논을 만들었다.

쿨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 세부 실천 과제들을 함께 설정하였다. 에코

지난 겨울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뽑고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스쿨을 위한 녹색환경 지킴이 캠페인 및 프로젝트 실천적 방법들을 월별로 설정

들은 흙 냄새를 맡으며 땀 흘림의 소중함을 느끼며 흙 속에 사는 생물도 관찰하

하여 실천나무에 꾸몄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행에 기대감과 함께 열심히 하려

고, 식물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자라는지도 알게 되었다.

는 의지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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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외부강사 초청 ‘세계시민교육과 청소년의 리더’ 연수
4월 28일, 김해 청소년 리더 연수 기관의 지원을 받아 4~6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청소년 리더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연수를 통하여

‘Web of life’ -나와 너, 우리의 공존의 법칙 이해하기

나가 아닌 우리, 배려와 나

4월 7일,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들은 나무블럭으로 도미노게임을 해보며 나의 움

눔의 실천, 상호이해를 높이

직임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나의 움직임을 끊

기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 등

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임을 체험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계는 하

을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를

나의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서로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 및 공존을

마련하였다.

쉽게 이해하였다.

친환경 유기농 학교 텃밭에서 상추 수확하기
5월 10일, 유네스코 학급 학생들은 텃밭에 모종은 심어 유기농으로 가꾼 상추를
수확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상추 담을 통에 상추를 뜯어 집으로 가지고 갔다. 평
소 채소를 싫어하던 학생들도 자기가 직접 가꾼 상추라서 애착을 가지고 맛있게
먹었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느꼈다.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는 친환경 유기농 학교 텃밭 가꾸기
3월 30일, 유네스코 학급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학교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을 심
고 가꾸었다. 학생들은 교장, 교감선생님과 함께 돌을 골라내고 퇴비를 주며 밭
을 갈아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부추, 감자, 대파 등의 모종을 심고, 작물이 잘
자라도록 가꾸며 녹색성장교육을 실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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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 텃논 벼 가꾸기 프로젝트-모심기

친환경 유기농 텃밭 감자 수확하기

5월 28일, 학교 화단의 일부를 논으로 만들고 거름을 넣어 모내기할 수 있는 텃

6월 30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텃밭에서 감자를 수확하였다. 알알이 감자

논을 만들었다.

를 조심스럽게 수확하여 교실에서 쪄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학생들은 직접 심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이 날 처음으로 모내기를 해보며 모판에서 모를 떼는 것

은 감자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다.

조차 신기해하였다. 논에 들어가 모를 잘 세워지도록 심으며 학생들은 농작물의
소중함과 농부들의 고마움을 느꼈다.

친환경 유기농 감자판매로 아프리카 교육 희망 나눔에 기부하기
7월 5일, 학교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수확한 감자를 좀 더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
고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판매를 계획하였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 학부모, 지역민에게 감자를 판매하였고 그 수익금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프리카 교육 희망 나눔에 기부하였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소통의 시간 갖기
6월 1일,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하였다. ‘친구들의 생각이
나 느낌 나누기’의 활동을 ‘소통’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수업하였다. 상대방의 말
에 호응을 하며 관심 갖고 맞장구치며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친환경 생태 텃논을 위한 우렁이 농법으로 벼 가꾸기
6월 23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친환경 생태 텃논에서 우렁이를 잡아와 키
웠다. 친환경 생태 텃논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 모가 병충해 없이 잘 자랄 수 있
도록 우렁이를 텃논에 키웠다. 우렁이가 상춧잎을 먹는 모습과 우렁이 알 등을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텃논에 물이 마르지 않
도록 물을 주고 우렁이 먹이를 주며 텃논의 모를 잘 가꾸었다.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사회과 프로젝트수업하기
6월 14일, 6학년 유네스코학급에서는 사회과를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프로
젝트 학습으로 공부하였다. 세계의 여러 문제 환경, 인권, 빈곤감소, 생물의 다양
성 등 주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투발루의 이야기, 햄버거와 숲,
콜탄의 나라, 바나나 멸종 등의 문제점을 탐구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
지게 되었다.

친환경 생태 텃논 벼 가꾸기 프로젝트
9월 1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여름 방학 동안 친환경 생태 텃논에서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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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학교 급식 음식물 줄이기 프로젝트 ‘지구를 살리자’ 운영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동안 학교 급식소에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였다. 영양사선생님에게
매월 음식물 쓰레기양을 데이터로
받아 학생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식물 탐구활동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여 표로 만들고 홍보 문구를 급식
소 입구에 붙여 전교생이 빈그릇
운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모가 잘 자랐는지 관찰하였다. 벼꽃이 폈고 이삭이 맺힌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그 결과 10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신기해 하였고 모에서 벼가 누렇게 변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또 학교 주변의

양이 점차 감소되었다.

환경을 둘러보고 화단 주변에 자라는 동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
은 작은 생물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유네스코교육 홍보 가방 만들기
10월 10일 유네스코학급 학생들은 미술과 수업을 유네스코교육활동과 연계하

김해 기후변화체험홍보관 연계 기후지킴이 교실 운영하기

여 ‘가방꾸미기’를 하였다. 학생들은 평소 유네스코교육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9월 8일, 김해 기후변화 체험 홍보관에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교

가방 디자인에 응용하여 홍보가방을 만들었다.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게 잘 표

실을 열었다.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을 위

현하였으며 만든 가방은 학교 교육 활동 시간에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활용하여

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게임과 놀이형식으로 수업하였다. 주

들고 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홍보효과를 주었다.

말에는 인근에 있는 기후변화 체험관에도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도 참여하였다.

물 부족 현황을 알고 ‘빗물 저금통’ 만들기
7월 5일, 학교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수확한 감자를 좀 더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

학교 텃밭의 식물의 관찰 탐구하기

고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판매를 계획하였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9월부터 한달 동안 유네스코학급

학생, 학부모, 지역민에게 감

학생들은 학교 텃밭의 모종과 싹

자를 판매하였고 그 수익금

의 자람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프

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프

로젝트를 전개하였다. 2명 이상

리카 교육 희망 나눔에 기부

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관찰일

하였다.

지를 매 주 2~3회 기록하고 그
결과를 탐구보고서에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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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그릿마켓을 통한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교육 희망 나눔을 위한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모금운동 전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10월 20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아리 학생들이 성금 모금운동을 하였다. 이

자연과 더불어 에코스쿨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작은 생물 하나도 소

날 학교 체육관에는 그린마켓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장터가 개

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들꽃이나 곤충들도 좀 더 관

설되었고 학생들은 물품구입 후 남은 돈을 성금함에 넣었다. 아프리카 친구들을

심을 가지며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

위해 학생들이 함께 모은 성금은 유네스코 희망나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에 보

텃밭과 텃논을 가꾸면서 손에 흙을 묻히며 키운 우리의 농작물이 하루 하루 자

낼 예정이다.

라는 모습에 감동 받았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한 보람을 느꼈다.
지구촌의 문제점이나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
까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수확한 농작물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감자판매 수익
금과 그린마켓을 통한 기부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교육 희망
나눔에도 참여하면서 나눔의 기쁨도 느끼게 되었다.
친환경 생태 텃논 벼 재배 프로젝트와 텃밭 농작물 가꾸기를 통하여 밥 한 그릇,
반찬 한 가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 급식을 할 때 대부
분 음식을 남겼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먹을 만큼만 배식을 받고 음식을 남
기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물건을 더 아껴 쓰게 되었고 꼭 사야할
물건만 구입하여 자원을 아껴 쓰게 되었다. 집에서 안 쓰는 전등을 스스로 끄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복도나 화장실에 켜진 전등을 끄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배운 후 부터는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멀티탭
을 사용하고 플러그를 뽑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

친환경 생태 텃논 벼 가꾸기 프로젝트-벼 추수하기

다.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고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수돗물이나 전기

10월 18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키운 친환경 생태 텃논의 벼를 추수하였

를 아껴 쓰게 되었다.

다. 학생들은 낫을 사용해서 벼를 베어 보며 수확의 기쁨을 느꼈다. 처음 사용해

일 년동안 유네스코동아리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환경, 생명의 소중

보는 낫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벼를 베어보고 볏단을 묶어 말리는 활동을 통하여

함, 배려, 나눔, 생명의 다양성 등을 배우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

학생들은 모내기에서 추수까지 경험해 본 것을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다. 쌀

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한 점이 큰 변화이고,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

한톨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도 계속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찾아 수행할 것이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집에서 전기나 물을 예전보다 더욱 아껴 쓰게 되었으며 가족들에게 실천하도록
권유하였다. 가족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전기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더운 여름 날에도 에어컨 보다는 선풍기를 틀어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게 되었다. 집에서 음식의 양을 알맞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 다니
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다. 우리 반 학생들이 급식시간에 음식을 거의 남
기지 않고 깨끗하게 잘 먹고 교실 창가 쪽 전등을 끄는 등 생활 습관이 많이 바
뀌었다.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실천했던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음식물 줄이기 등에 관심을 보이며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도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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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게 해야 할까요?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김해 기후변화체험홍보관, 경남 청소년 리더연수원과 연계하여 기후지킴이교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더욱 폭 넓게 배우는 기회를 다양한 프로

실과 청소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고, 경남

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사회

유네스코교육네트워크 학교 간 학습 유네스코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정보를

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유네스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제공받았다.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학생, 학부모, 지역민에게도 판매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여러 시설들을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시스템

하여 유네스코교육활동을 지역사회 홍보하는 기회도 가졌다.

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유네스코 교육활동 내용을 캠페인을 통하여 알리거나 보다 더 지역사회의 인
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유네스코교육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천방법 등
을 모색해 보아야 겠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녹색성장교육을 위해 친환경 생태 텃논을 가꾸며 도시 아이들에게 모내기, 김매
기, 추수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교실에서 이
론적으로 배운 것보다도 직접 재배하며 학생들이 수확의 결실을 느끼며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사랑에 더욱 좋은 체험을 하였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작물에 해충이 많이 생기는 어려움
을 겪었지만, 학생들과 함께 직접 벌레도 잡고,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농작
물을 잘 가꾸게 되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세계시민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나라도 없고 지구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봉초등학교 김영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변화와 행복이다.”
어른들이 함부로 버리면 우리가 막아서 변화를 시키면 미래에는 우리에게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석봉초등학교 최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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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왕지초등학교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꾼다
학교주소
전남 순천시 연동남 3길 8
지도교사
박희진 선생님, 심재민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예은, 조성민, 윤정준, 조성민, 김재준
정아린, 박준서, 오승서, 임준영, 탁경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협동심과 공

있나요?

동체의식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순천왕지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

Rainbow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생각하였습니다.

고자 하는 실천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 내 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활동을 연계한 효율적 세계시민교육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이루고자 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음에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학생 주변 환경 및 지역 사

우리들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생 스스로 직접 할 수 있

회와 함께 실행 지침을 수립한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확대되어 학교, 가정,

는 행동을 학교와 가정에서부터 알아보고 이 활동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 스스
로 생활 습관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초등학생 스스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배운 것을 내면화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
여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는 더욱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 주변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학생들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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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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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사감운동 캠페인
• 일시 : 한달에 두번씩.
• 도움 : 왕조2동 동사무소 직원, 교직원, 학생회
아침 등교시간 학생들과 교사 및 학부모님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포옹이나 악수를 하며 서로 따스한 정을 느끼고 서
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나무(ESD프로젝트)
• 일시 : 2016년 3~4월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
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 주
변의 문제와 전세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원인과 결과의 나무를
만들어 보고 실천해봤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일시 : 2016년 3월 21일
• 도움 : 학교 전담 경찰관 및 명예경찰단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 홍보 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학생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순천왕지초 명예 경찰단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금지를 다짐했습니다.

흡연 예방 캠페인
• 일시 : 2016년 6월 1일
• 도움 : 학생회
전교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흡연 예방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중간놀이 시간에는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고 평생 금연을 다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문제 해결하기
• 일시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의 곳곳을 돌아
다니며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텃밭,
쓰레기장 주변, 계단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습
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전교 학생회의 때 논의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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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캠페인

벤처플리마켓

• 일시 : 2016년 6월 17일

• 일시 : 2016년 7월 15일

• 도움 : 전교생, 전교직원

아나바다운동의 일환으로 연구 학교 주제인 ‘진로’와 관련하여 벤처플리마켓을

6월 17일은 순천왕지초등학교 진로 연구 학교 공개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운영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품을 타인에게 소중한 물건임을 느끼는

진로교육 주제에 맞추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고 꿈을 가지는 캠페인을 실시

시간이었습니다. 전교 학생회의 결과 행사 진행으로 모인 수익금 전액은 유네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활동들을 다른 학교에서도 알 수 있도록

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 자료를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호국보훈 캠페인

• 일시 : 2016년 9월 28일

• 일시 : 2016년 6월 중

• 도움 : 교통 경찰관, 배움터 지킴이

• 도움 : 전교생, 전교직원

교통경찰관의 도움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애뜻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시

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생회에서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횡단보도

간을 가졌습니다. 전교생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포스터 및 표어로 표현해보았습

를 건널 때 좌우 잘 살피기, 차에서는 안전벨트 꼭 매고 다니기 등의 구호를 통

니다. 학생회는 한달 간 호국보훈의 뜻을 담아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해 평소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학생들이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봉사 나눔 캠페인

학교와 소통하다 ‘소리함 교체’

• 일시 : 2016년 7월 12일

• 일시 : 2016년 910월 말 예정

지역사회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

• 도움 : 전교생, 전교직원

습니다. 서로 웃고 즐기면서 나이차를 뛰어넘는 인간애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

학생회와 연계하여 이야기한 결과 학생들이 그래도 현재 가장 시급하게 생각한

다. 또한 봉사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느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것이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리함은 노후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눈에 띄는 장소로 소리함을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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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레인보우 프로젝트 전에는 학생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저 시민의 일부분으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던 중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

로서 세계(학교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학생회장이 되면서 학

때, 친구들끼리 노래를 준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부르기도 하고, 어

생회 활동을 하며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을

깨를 주물러 드렸기도 했는데, 별 거 아니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박수도

통하여 학교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캠페인이나 사감 운동을 할 때면 같이

쳐 주셨고 우리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아마 우리의 진심이 전해져 기대보다 더

참여하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저 시민의 일부분으로서 학교 일에 관심이 없던 예

또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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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게 의견을 발표하기 보다는 손을 들기 부끄러워해 예상 외로 어렵기도 했습니

전보다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다. 이때 나는 “여러분이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 실천해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야 할 점을 자유롭게 발표해 주세요. 여러분이 의견을 내면 우리 학교가 발전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해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우리들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

있었습니다다.

각합니다. 학생회에서 토의한 결과와 목표가 학생회원들에 의해 선생님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선생님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로 ‘사감 운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우리 학생회의 목표는 한 달에 한 번 선생님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과 왕조2동 동사무소직원들이 모여 사감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비록 작은 실천인 레인보우 프로젝트이지만 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인다면 지

학생들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

역사회가 변화하는 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나 학교, 선생님이 레인보우 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로젝트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해주고, 친구들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열심히 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사회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같이

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학생들이 문제점을 말하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캠페인과 사감 운동을 하게 되었

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는데, 왕조2동 동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사감 운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눈)를 이
용하거나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한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
며,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레인보우 프로
젝트에 대해 알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모범 시민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을 통해 학생회의 목표가 정해지고,
청소년 세계시민은 그 목표에 대해 모범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순천왕지초등학교 명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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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산초등학교

‘세계를 품은 용(龍)’ 신용산 G'LEADER
학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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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이, 이재섭, 신정현, 박신곤, 류보곤, 윤정은, 김민건, 박경원
전소영, 김도원, 손미나, 이현진, 강태윤, 박승현, 윤승욱, 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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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의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충원, 각종 문화

있나요?

유산 등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곳이다. 우리 고유의 것을 찾고 이를 바로 이해하며

다문화, 세계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

세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강

나고 있다. 다문화, 세계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 지

을 끼고 발달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마을인 만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

역 사회의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을 찾아보고 전통 문화와 다문화, 세계화의

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경

조화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문제는 우리 학교,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종합적이고 심도 싶은 학습

다룸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을 통해 학생, 학교, 나아가 지

을 통하여 학생,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을

역사회 주민의 환경문제 인식 및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동부이촌동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하려는 인식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학교는 서울 속의 리틀 도쿄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문
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5년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우리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나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그들에 의해

아름다운 환경 지키기 - 환경문제는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이나 나라만의 문제가

조성된 마을은 외국인 마을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곳으로 여겨진다. 또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전 인류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 세

한 우리나라 최대의 주한 미군 주둔 지대이기도 하여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계시민교육부에서는 환경을 지키고 다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은 다문화라는 개념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탐구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우리 고유의 문화

운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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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문화유산 -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살

4, 5, 6학년 세계시민교육부 동아리 첫 활동

펴보고 여러 문화유산,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3월 22일, 4학년 10명, 5학년 10명, 6학년 1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유네스코

그 과정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놓인 문화유산의 문제

학생활동 동아리(세계시민교육부)가 구성되었다. 첫 활동으로 레인보우 세계시

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민 프로젝트에 대하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

함께 커가는 세계시민 - 환경, 인권, 문화유산, 공정무역 등에 대해 알아보는 과

야 할 인권, 환경, 다문화, 문화유산 등의 주제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

정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동아리 운영에 대해 함께 의논하면서 레인보우 세계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 프로젝트 활동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하고자 하였다. 세계시민교육부 이외의 학교의 친구들, 가족, 더 나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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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역사회 전체가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하
고자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들을 실천하자.
소중한 문화유산을 위해 :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공부하고 체험하자.
위기상황에 놓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을 알아보자.
함께 커가는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 환경, 문화유산, 다문화, 공정무역의 중요
성과 의미를 알고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이를 홍보하자.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활동
3월 29일, 세계시민교육부가 조직된 이후 본격적인 첫 활동으로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생
긴다는 점, 어떤 일은 문제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인 것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
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 인권, 다문화, 문화유산 등등의 주제가 각각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작은 행동이나 실천이 우리가 맞닥뜨
린 문제나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4월 4일, 굿네이버스에서 나오신 강사님께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주
셨다. 강사님께서는 학생 개개인에게는 인권이 있으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소
중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해주시며 서로의 인권존중을 통해 학
교폭력예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셨다. 마음속에 나의 인권과 친구의 인권
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한 의미 있는 교육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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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의 깨끗함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아리수 스토리텔러 교육

아름다운 환경, 함께 만들어요

4월 5일,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아리수 스토리텔러 교

5월 10일, 세계시민교육부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아

육을 받았다. 아리수는 크다는 뜻의 ‘아리’와 한자 ‘수(水)’를 결합한 말로, 우리

름다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친구들은 우리의 작은 행동

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수돗물의 이름으로 쓰고 있기도 하다. 물이 우리 인

이나 실천 하나가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시작임을 깨달았다.

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자연이 없이는 인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은 무엇인지, 아리수가 어떻게 정화되어 우리에게 오는지 등의 이야기를 재미있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하

는 스토리를 통해 흥미 있게 듣는 시간을 보냈다.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리

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수 음수대를 이용해보고 앞으로 더욱 감사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아리수를 이용
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뿌리 깊은 세계유산, 다문화 수업
5월 13일, 세계 각지의 선생님을 초대하여 여러 나라의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보

세계시민교육관과 아름다운 가게에 방문했어요!!

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활동에는 루

4월 14일, 서울랜드 내에 있는 세계시민교육관과 아름다운가게에 방문하였다. 3

마니아,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 출신의 선생님께서 직접

월과 4월에 세계시민교육부 활동을 통해 배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좀 더 자

오셔서 각 나라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았다. 또한 계란 페인팅, 전통 노래 부르기,

세히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서울랜드 내에 있는 세

동물 춤추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

계시민교육관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아와 전쟁 등으로 인한 어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물의 소중함, 약

문화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다

소국과 강대국 사이의 힘의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을 통해 느껴

른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지구가 하나의 큰 이웃임을 깨달았고 각 나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세계시민교육관에서 체험활동을 끝낸 친

라에 있는 세계유산의 깊은 뿌리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구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방문하여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에 관한
영상을 보았으며,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착한 소비를
직접 경험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이 우리 친구들이 세계시민으로
서 한 걸음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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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소중한 것들을 잃어요
5월 31일, 선생님을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를 알아보는 시
간을 가졌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영향, 또 그것이 인간
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과정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
다. 기후변화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들을 함께 지키기 위해 노
력하자고 다짐했다.

유네스코 서울일본인학교 방문
6월 2일,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된 본교 5학년 학생들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일본인학교를 방문하였다. 일본인학교에 방문하기 전, 교류를 위한 준비활
동으로 일본어 노래인 U&I를 연습하고, 일본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일본문화
에 대해 학습하고 자기소개를 준비하였다. 일본인학교에서 대표 학생 간의 인사

유네스코 찾아가는 다문화 수업

로 행사가 시작되고, 서로의 이름을 교환하고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스포츠교류

6월 20일, 중국인 선생님을 초청하여 중국의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일본문화에 대해

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중국인 선생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

친밀감을 느끼는 평화적인 경험을 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는 흥미진진하였으며 이웃나라인 중국에 보다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 주었다. 중국의 유명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보고 퀴즈를 풀어보면

회계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경제정의’ 이야기

서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전통 춤

6월 10일, 본교와 MOU를 체결한 삼일회계 법인에서 온 회계사 선생님들과 함께

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중국 문화에 대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태도를 기를

경제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본 경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 활동의 기본 개

수 있었다.

념을 배우고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해보았다. 또한 도시국가-세계의 특성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 모습과 특성을 체험

지구촌 문화이해교육을 통해 세계와 친구가 되어요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2일, 지구촌 문화이해교육이 실시되었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선생님과 전
문가를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세계를 보다 가깝고 친
근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세계시민교육부, 아름다운 가게와 만나다
6월 11일, 세계시민교육부 학생들은 직접적인 체험의 일환으로 서울랜드 내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 방문하였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를

한중 문화교류 중국 허난성 흥화학교 방문단을 맞이하며

짧은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소비와 구매를 직접 체험해보

6월 29일, 본교에서는 ‘중국 허난성 흥화학교와 함께하는 한·중 친선 문화교

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본인이 가져온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류’ 행사가 열렸다. 한중 양국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탐방과 교류를 통한 세계시

얻은 돈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해 열린 이번 활동에서는 중국 허난성 흥화초

착하고 현명한 소비를 경험할 수 있었다.

등학교 학생 237명과 교사 20명으로 이루어진 방문단을 맞아 밝고 맑은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어색했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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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찾기 정보화 수업
9월 20일, 세계시민교육부 학생들은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정보화 활동을
하였다.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유
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의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해
서도 알아보았다. 특히 루마니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세계유산
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로를 반겨주는 과정
에서 친근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을 통해 학
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NGO 단체와 함께하는 후원행사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어요.
9월 1일자 ‘유네스코 뉴스’에 본교 유네스코 후원기사가 실렸다. 지난 4월부터 6
월까지 본교 학생들은 성금 모으기, 희망편지쓰기 등을 통하여 유네스코, 굿네이
버스,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4개의 NGO 단체를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공정무역’, 그 의미를 찾아서

본교 행사 결과 1천만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으며 각 단체로 보내어져 전세계 도

10월 11일, 세계시민교육부 학생들은 생협 I-coop에서 나온 강사 분들을 모

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과 배려의 손길을 전달하였다.

시고 공정무역에 대해 배웠다.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노동 착취
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불공정 무역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서울
을 공정무역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공
정무역으로 4행시를 지어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주변의 공정무역상품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문화 수업
9월 6일, 일본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문화 수업이 이루어졌다. 우리 마을은 전
통적으로 예전부터 이주해 정착한 일본인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수업을 통하여
일본의 글자와 문화,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웃 나라인 일본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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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처음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세계시민이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좋은

게 해야 할까요?

사람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활동을 하는

우리는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체험하

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활동을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피고 이에 더욱 관심

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배우

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지역 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정무역에 대해 학습하

게 되었다. 세계의 각지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을 인간

고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자부심

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했다. 학기 초와는 달리 이

을 느꼈다. 프로젝트를 더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면 더욱 유익하고 보람

러한 문제가 단순히 가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관련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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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되어 있다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단편적인
사실만을 기억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제와 현상을 아울러 생각할 수 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가 다룬 주제는 인권, 환경, 공정무역, 문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화유산, 경제정의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들이었다.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서울랜드 내에 있는 세

며 내가 아름다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나의 작은 실천이 큰

계시민교육관과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한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시민교육부와 유

변화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네스코 자율동아리가 함께 참여한 이 활동을 통해 단순히 놀이동산으로만 여겨
졌던 서울랜드 내에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체험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름다운 가게에서의 구매 경험은 우리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주변과 지역사회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를 스스로 찾아보고 방문하는 계기가 되

우리의 작은 깨달음과 변화, 실천이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보면 세계시민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유네스코 지정

천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경

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기본적으

험이었다.

로 초등학생이 갖추어야 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익혔다고 생각한
다. 그냥 배우고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단계를 넘어 가정에 가서 깨달은 바를 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야기하며 인권의 소중함, 공정무역의 필요성, 문화유산의 소중함 등을 마음 깊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이 새겼다. 배운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꼈지만 레인보우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우리가 다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활동은 매우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론적

이야기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 더 나

인 학습도 중요하고 좋았지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깨달음은 평생 잊을 수 없

아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다

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나와 세계시민교

고 생각한다.

육부 친구들 외에 우리 학교 친구들이 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
리가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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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남초등학교

Happy Green으로 함께 도약하는
그린나래 아이들
학교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75번지
지도교사
오현숙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승민, 김도희, 손수빈, 최주영, 박진수, 배정현, 유승겸
이예진, 박서영, 공서연, 이주이, 이연수, 이세은, 이주연
윤서연, 김유빈, 이루리, 전예빈, 최보라, 정준영, 안채영
김규리, 정혜민, 정한비, 정민찬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생들이 인권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

있나요?

하도록 했다.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학생 스스로 인지

환경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환경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바른 언어 사용하기, 대화로 해결하기, 행복한 웃음 만

향을 주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 낭비

들기 캠페인을 통해 바른 인권 문화를 형성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

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Happy Green을 실천하여 지역과 세계의 환경문제

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깨닫고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

를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자 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돕고자 하였다. 인
권, 다문화 등의 주제로 세계 속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눔과 배려에 대한 삶을 실현하고자 프

•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노력이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울림

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되도록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
•	여러 생각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유네스코 동아리가 될 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선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
에 참가하였다. 환경을 위하는 일이 아주 흥미롭고 새로우며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뜻깊은 일이라는 것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리고자 했다. 또한, 환경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불어 친환경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공유했다.
78

있도록 한다.
•	모든 동아리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겁게 참여하도록 한다.
•	배려와 존중의 마음가짐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로 임
한다.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맑은 물 사랑을 위한 친환경 비누 만들기

4월 8일,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주제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

6월 17일, 무분별한 세제의 사용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토

활 속 환경문제로 정하고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 나무를 만들었다. 4명씩 조를

대로 맑은 물 사랑을 위해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나눠드

이루어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리기로 하였다. 비누를 만들면서 환경 지킴이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계획하는 유익한

모습에 뿌듯했다.

시간을 보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사랑 티셔츠
페트병 화분 만들기-UpCycling(업싸이클링) 활동

7월 1일,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소중함을 알

4월 22일,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하여 교실 창가에 식물을 재배하였다. 이를 통

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고자 친구사랑 티셔츠를 만들어

해 기존에 버려지는 것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여 재탄생시키는

보았다. 이를 통해 친구 사이에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존중과 배려의 마음

업싸이클링 활동을 스스로 실

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천하였다. 버려지는 물건이 우
리의 손을 거쳐 예쁜 허브식
물의 집이 되었고, 이번 기회
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돌봐주어야 할 귀여운 친구가
생겼다.

행복한 교문 맞이 캠페인 “많이 웃어요”
5월 16~18일, 3일간을 행복한 교문 맞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안양남초 유
네스코 동아리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5~6학년 학생 및 전교 임원 학생들이 선
생님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의 주제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많이 웃어요”를 캠페인송을 부르며 교문에서 친구들과 후배들을 교장선생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위한 UCC 제작

님과 함께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9월 9~23일, 레인보우 세계 시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깨달은 바를 토대로 환
경보호, 인권, 다문화
를 주제로 모둠별로
UCC를 제작하였다. 생
활 속 쓰레기문제, 지
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들, 배려와 존중의
친구사랑, 다름과 틀림
의 다문화 이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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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노력부터 스스로 실천해보자는 내용을 담았다. UCC제작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을 통해 친구들과의 추억도 쌓고 그 동안의 뜻 깊었던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젝트 활동들을 되돌아보았다.

•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배웠다.
내 주변의 일이 아니어도 마치 나의 일처럼 느끼고 관심을 갖는 공감을 통해

다문화 체험 및 세계 여라 나라의 음식 만들기

배려와 존중이라는 것을 배웠다. 상대방을 더 깊게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친

9월 23일, 여러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동

구들과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 속에서 배운 협동심과 배려는 동아리 활동 구

아리 구성원들과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인 스파게티와 샌드위치,

성원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오니기리, 까나페 등을 만들어 보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만들기 과정에서
협동심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	1년간 환경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며 또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깨달아 변화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는 물론이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런 활동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나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게나마 변했다고 생각한다. 원래 나는 환경
과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해보게 되었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의 변화가 주변의 변화를 위한 영향을 주도록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해왔
다고 생각한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마치고 난 후에 그 내용이나
느낀 점 등을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족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차츰 변화

Happy Green 실천을 위한 에코백 만들기

가 나타났다. 주변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에게 유네스코동아리에서 활동한 내용

10월 14일, 학교와 집에서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종이 가방 등 일회용품을 사용

을 이야기하면서 가족들도 환경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친구나

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리 구성원들은 친구나

선생님과는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다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족들에게 Green up 실천을 위한 에코백을 만들어 선물하고자 하였다. 에코백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함께

을 꾸미고 만들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생각해보는 등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재활
용이나 자원 절약을 더욱더 열심히 실천하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블로그, 인스타그
램, 유투브 같은 SNS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다고 본다.
•	우리 지역의 공원과 같이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캠페인활동을 하거나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친환경적인 공작품을 적은 값에 판매하면 더욱 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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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	동아리 구성원들의 모이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학기 초에 계획했던 프로젝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트를 몇가지는 하지 못해 아쉬웠다. 중간 놀이시간과 점심시간을 적극적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마치고 되돌아보니 우리들은 정말 뜻 깊고 즐거운 시간들

활용하여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소통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다양한 프로젝트

을 보냈지만 외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를 실시하기 보다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가 알고 경험하며 깨닫게 된 것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더욱 고민해보아야 하겠

•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해피 그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동아리 구성원

다. 그래서 이 활동이 오래도록 체계적으로 유지되며 더 많은 친구들에게도 알려

들과 협동하여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동아리 차원

져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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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 아니라 주변에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
을 생활화하여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
문에 보다 많은 친구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즐
기도록 해보아야겠다.
•	동아리 구성원들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몇몇 친구들
은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
나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생각에 변화를 느끼며 굉장
히 열심히 참여했다. 실제로 UCC를 제작할 때도 사소
한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화합하며 해결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의미를 실현하는 큰 뜻도 이루었
지만 친구들과의 우정도 돈독해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연결고리이다.”
생명존중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안양남초등학교 이루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행복과 기쁨이다.”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친해졌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관계가 더욱 좋아졌기 때문이다.
안양남초등학교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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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벌말초등학교

생활 속의 환경사랑 - 소중한 물
학교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408번길 25
지도교사
장주영 선생님, 박지수 선생님

학생구성원
임서희, 박정현, 이영은, 김규태, 이지민, 김정화, 류정현
김다희, 임서희, 원지유, 김우관, 박정현, 차우철, 전재민
최지원, 김도현, 김다혜, 양윤석, 최해인, 유종현, 나정민
이윤서, 정유나, 최윤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했다. 또한 우리 레인보우반 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있나요?

만들어보고 싶었다. 또 직접 학의천에 가서, 조금이나마 학의천을 깨끗하게 만들

학의천을 끼고 있는 본교는 2015년까지 레인보우활동을 통해 생활공간이자

어보고자 수질실험도 해보고 수변생물에 대해서도 학습했다.

휴식공간인 학의천을 탐사하는 활동을 했다. 주변 쓰레기 청소, 캠페인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을 살려내는 수칙 등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활동을 위해 금년도에도 학의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 지구적 차원에

변화는 ‘나의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힘은 ‘마음’으

서 물로 인한 지구적 문제(전쟁 등)를 함께 공유하여 생활 속에서 물을 아끼

로부터 나온다는 말처럼 마음의 자세부터 진지하게 안전에 유의하며 임하도록 한

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기록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다. 또한 큰 변화가 아닌 ‘작은 변화’가 시작이며 ‘내 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학

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교, 가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음을 알고 작은 변화를 목표로 하도록 약속한다.
• 학의천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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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학의천이 우리 모두의 생활 터전임을 인식하자.

학의천 되살리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

• 학의천을 살리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환경운동을 실천하자.

유하며 함께 지속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학교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집에 되가져 가자.

에서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행동하고자

• 마을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의천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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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유네스코 첫 번째 동아리 모임
유네스코 레인보우 동아리반을 구성하여 처음 수업을 시작했다. 세계 물 부족에
대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물 부족의 문제, 물 오염이 불러일으키는 문제, 물 부족
및 물 오염의 원인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 공부하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실천해
나갈 항목을 정하고 주제에 맞는 마인드맵을 구성하였다.

유네스코 동아리 수업 셋째날
지난 수년간 우리의 노력으로 학의천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확인하고 학의천에
서 서식하는 수변 동·식물의 생태도 알아보고자 탐사활동을 떠났다. 가까이 있
어도 모르고 스쳤던 많은 동·식물들, 실제로 50종이 넘는 식물들이 번식을 하
고 있었다. 하천물이 맑아져 물고기가 돌아왔고 물오리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

유네스코 동아리 수업 첫날

식하고 있었다.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학의천의 물길을 따라 걸으며 물속 부유물과 오염도
그리고 토양의 산성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쓰레기와 경관 등의 실태를 파악한
후 강사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수질측정키트로 학의천 수질검사를 해보았다. 결
과는 생각보다는 좋은 3급수였다. 앞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유네스코 동아리 수업 둘쨋날
물의 오염 원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세제, 비누가 학의천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실에 모여 직접 친
환경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해보기로 했다. 비누베이스에 글리세린과 오일을 넣
고 녹여서 만드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특히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오일을 사용하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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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 물 사랑 실천 기록장

사랑 UCC제작 발표회

프로젝트 주제인 ‘소중한 물’에 대해 조사학습

‘생활 속의 환경사랑-소중한

및 실천 내용을 기록하는 실천일기를 작성하였

물’을 주제로 동영상 제작 발

다. 물을 절약하는 방법, 물 부족 현황 실태 파

표회를 열었다. 3~4명이 팀

악, 물의 오염 원인과 해결 방법 등 다양한 내용

을 이루어 7팀이 열띤 경쟁 끝

을 알아보고 실천한 것을 기록하였다.

에 ‘물을 절약합시다’ 팀이 우
승을 하였다.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의

게 해야 할까요?

구성원으로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세계시민’이 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학의천 쓰레기를 줍고,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엇인지 잘 몰랐던 우리는 우리가 바로 세계시민이며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해

교문 주변에서 유네스코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또한 우리가 제작한 ‘물 사랑’

야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UCC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아침 방송 조회시 전교생이 보고 공감하고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지

이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일임을

역주민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자주 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공

인식했다는 것 또한 변화이다.

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생각에 그쳤던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릴 수 있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러 사람이 모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여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학의천에 대한 우리 자신과 친구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학의천의 쓰레기를 줍고 수서생물을 관찰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하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 우리가 학의천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깨

선생님과 우리들이 직접 학교 주변이나 학의천 쓰레기를 주웠던 일들이 우리들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학의천에 대해 친구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줄 알

스스로와 지역 사회를 변하게 한 것 같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환경(물)문제

았는데, 학의천 탐사활동을 할 때나 친환경 비누를 만들 때 다른 친구들이 관심

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작은 행동들이 가족

을 갖고 물어볼 때 레인보우 동아리활동에 대한 자긍심도 생겨났다. 생각보다

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부모님들께서도 물을 아끼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많은 아이들이 물의 소중함과 절약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있었다. 학급에서도 친구들이 수돗물 아껴 쓰기에 동참하여 사용하지 않고 흘
려보내는 수돗물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우리 학교 주변인 학의천에 더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싶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더욱 친구들과 함께 학의천 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는 프로젝트 기간뿐 아니라 1년 365일, 전교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
민들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해가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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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초등학교

함께 만드는 초록 세상
학교주소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5
지도교사
양경숙 선생님, 이수옥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우영, 이진희, 김우영, 손승현, 김지원, 이혁규
김승준, 이승현, 박주하, 이예솔, 구다영, 황서영
서호선, 문정빈, 김지현, 박세은, 심유현, 이다영
이진희, 류범수, 배창환, 황서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생각의 중심을 나에서 다른 대상으로 바꾸기(환경중심)

광명 주변에 있는 환경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

• 주변에 필요 없이 낭비되는 것들을 찾아 보고 절약하기

행하였다. 또한 주변의 자연물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활동에서 그치지

•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걷는 시간 늘리기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 살아있는 생명체 보호하고 사랑으로 대하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내가 소중하듯 다른 모든 대상이 소중하며,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사랑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뿐만 아니라 주변
의 친구 및 가족과도 존중, 나눔, 배려의 미덕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 행복하
게 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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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유네스코 동아리 마크 정하기 & 에코백 만들기

그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많은 것을 느꼈

동아리 활동 첫 모임 때 유네스코의

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의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재미있

이념 및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동아

는 게임도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한층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리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마크를 디
자인해 보았다. 각자 개성껏 디자인

천연 샴푸나라로 떠나요

한 마크를 서로 공유한 후 최종 선

헤나 성분과 계면활성제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천연 헤나 샴푸를 만들어 보았

정된 도안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보

다. 만들기에 사용된 재료가 많아 처음에는 어렵게 느꼈지만 금새 물처럼 쏟아

았다. 이 에코백은 평상시 쉽게 쓰고

지던 액체를 걸쭉한 샴푸로 멋지게 만들어냈다. 환경 및 탈모를 예방하는 이 천

버리는 종이봉투나 비닐 봉투를 대

연 샴푸는 유네스코 드림드림 나눔 축제 때 부스를 이용하여 판매 후 수익금 전

신해 물건을 담는데 쓰기로 약속하

액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였다.

였다.

유네스코학교 홍보 캠페인
유네스코학교란 무엇인지, 유네스코의 7가지 이념, 유네스코학교의 역할 등을
안내하고 등굣길에 아이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포스
트잇에 적어 보도록 하였다. 다짐을 적은 후 조그마한 새싹볼을 나누어 주어 사
랑과 정성으로 나만의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선물해 주었다.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드림드림 나눔 축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한 축제로, 체험 마당과 나눔 마당으로 이
루어졌다. 학생과 학부모 팀, 학생자치회, 광명YMCA, 학생동아리가 15여개의 체

함께 하는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가게 나눔 교육 강사선생님과 함께 나눔이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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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역사보드게임, 책갈피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한국식

안현 꿈바라기들의 인성 감성 어울림 음악회
학년별로 그동안 학급에서 꾸준히 연습한 독도리나 및 오카리나로 아름다운 곡을

전구 나눔 열쇠고리 만들기, 다육이로 전하는 사랑, 한글사랑, 떡메치기, ‘GMO를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학급과 학년의 연

아시나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나눔 마당에서는 학생

주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고 음악을 통해 고운 인성과 감성을 가꾸는 시간이 되

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나눔 장터, 무인 무료 나눔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축제에

었다. 또한 학생 자신들의 연주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아리의 축하 공연, 전문연

서는 학생들이 체험 활동과 무인 무료 나눔터에 놓여진 유네스코 기부 저금통에

주자의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교육 공동체가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자율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나눔과 실천의 의미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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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리나&독도리나 꾸미기,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고민지우개, 페이스페인
팅, 쥬시카페, 천연샴푸 판매, 슈링클스 캐릭터 만들기, 나만의 나눔 지우개, LED

걸어서 안양천 탐사
안양천 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하여 안양천 유역의 곤충을 관찰하고 생태 이론 교
육을 실시하였다. 직접 안양천 길을 걸으며 가을 곤충을 잡아 생김새 및 특징을
살펴보고 길가에 있는 다양한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바깥 체험 활동 후에는 생태관에 들어와 곤충의 한 살이를 나무
교구를 이용하여 만들고 꾸미는 활동으로 마무리했다.

내 생애 가장 친환경적인 일주일
전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네스코주간 동안 내 생애 가장 친환
경적인 일주일을 보내기로 하였다. 세제 사용 줄이기, 변기 물받이에 벽돌 넣기,
개인용 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일
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각 가정에서 항목을 정하여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 내
용을 유네스코알기 십자말풀이 학습지와 함께 제출한 후 아침방송을 통해 추첨
하여 학생들에게 에코 보틀을 선물로 주었다.

모둠 정원 만들기
동아리 회원이 함께 큰 화분 안에 서로 다른 다양한 식물을 심었지만 같은 환경

안현초 친구들아 농촌에 가자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났다. 서로 다른 모습이 아름답게 어울려 자라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도농교류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강화도 도래미 마을과 함

는 식물들처럼 우리도 주변 친구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함께 어울려 멋

께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1, 2학년은 순무김치 담그기, 쑥개떡 만들기,

진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하였다. 또한 도시 농부 프로젝트로 벼와 배추

속노랑 고구마 쪄먹기 체험으로, 3~6학년은 학년별로 천연염색, 고구마, 땅콩

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자연물에 대한 소중함 및 정성의 의미를 깨닫는 시

캐기, 미꾸라지 잡기, 쑥개떡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였다. 도시에서 쉽게 하기

간을 보냈다.

힘든 다양한 친환경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
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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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환경과 평화를 위한 많은 활동을 했다. 천연 헤나 샴

상징마크를 디자인을 한 후 투표하여 선정된 상징마크를 에코백에 그리는 활

푸 만들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캠페인, 다문화 이해교육 등. 그 중에서 일회용

동을 하였다. 그런데 유네스코의 이념과 우리 동아리 활동의 특색을 담는 마크

품 사용 금지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전에 나는 사용하기에 편한 일회

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밤 늦게까지 고민하고 그려서 학교에 가져

용품을 자주 쓰고 버리는 아이였다. 그런데 유앤아이 유네스코 동아리에 들어

갔다. 그런데 내가 그린 디자인이 여러 친구들에게 많은 표를 받아 대표 마크로

가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우리 지구가 쓰레기 섬이 될 수 있다

뽑혀서 뿌듯했다. 무엇이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반성을 하였다. 그리고 조금씩 나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종이컵 대신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이면지를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 재사용하는 어린이가 되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하여 자랑스러운 세계시민이 된 내가 뿌듯하고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않다는 것, 일회용품의 편안함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환경보호는

내가 유앤아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등 사람들의 고정된 생각의 틀

깊이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을 깨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천연헤나샴푸를 만들어 판매를 하면서 내 예상과는 다르게 축제 나눔 마당 때
순식간에 판매가 완료되어 사람들이 천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
을 알게 되어 신기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현재 나는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프로젝트 활동 내용 및 사진
등 자료를 올려서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웃들과 서로 공감하고 나누며
함께 실천하다 보면 우리 지구는 맑고 깨끗한 초록별이 되어 모두가 함께 깨끗
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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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우리지역 나라사랑 유공자 멘토 찾기
학교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금강로 1500
지도교사
이봉연 선생님, 박순엽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진석, 유슬찬, 권강인, 김준표, 김하경, 남기주, 유해찬, 장희명
최율, 한별, 김민엽, 박요셉, 이지원, 한솔, 김태빈, 김태원, 서강희
장익준, 전태명, 정선진, 여인성, 윤 건, 정우현, 김예진, 김준현
김하늘, 박혜선, 양익종, 염규현, 정민서, 조믿음, 최보라, 곽영현
김강엽, 김민혁, 최보미, 한 설, 곽다희, 권혁천, 김경수, 김민섭
김하민, 김한나, 이수호, 이예은, 전병정, 전창명, 정선혜, 최민석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근리평화공원은 전쟁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와 평화의 소중함을

• 우리들은 우리 지구와 마을을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지역

• 우리들은 지역문화를 바로알고 계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게 합니다.

• 우리들은 우리의 실천과 노력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지역(충북 영동군 양산면) 사람들과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기
후변화에 대한 공감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과 노력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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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평화와 나라사랑을 찾아 떠나는 공감동행

다문화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평화와 인권을 찾아 떠나는 공감동행을 통해 매월 5·18민주묘지, 노근리평화공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통해 중국과 캄보디아의 선생님과 함께 그 나라

원, 서대문형무소 등 평화, 인권, 나라사랑 등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 역사, 문화, 놀이, 요리 등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나라의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 국가유공자를 찾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의 장에서 나라사랑 캠페인과 오케스

아보고, 그들을 멘토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트라 및 외발자전거 재능기부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생태교육 및 알뜰시장 운영
교내 생태체험텃밭에 직접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직접 수확한 과일과
채소로 요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연·문화 유산을 찾아 봉사활동
도 했습니다. 또한 알뜰시장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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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우리는 지난 1년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5·18민주묘

게 해야 할까요?

지, 서대문형무소, 효창공원 등 평화, 인권, 그리고 나라사랑의 현장을 탐방하는

우리는 영동난계국악축제의 장에서 나라사랑 캠페인 활동을 통해 관광지를 찾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나라를 위해

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력하신 국가유공자들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들을 멘토로 나라사

한 전교생 오케스트라 활동 및 외발자전거 타기를 통해 지역의 축제와 행사에

랑하는 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활동들

텃밭에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풀도 뽑아주며 가꾸었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사

은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랑을 베푼 만큼 예쁘고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실천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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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친구들과 맛있는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텃밭의 과일과 채
소를 수확해서 선생님과 함께 신나고 맛있는 요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시장에서는 각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와서 바꾸기도 하고 저렴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유공자를 돕는 곳에

매 순간 순간 우리 지역의 평화, 인권, 나라사랑의 현장에 대해 알아가면서 현

모금하여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1년 동안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하

재의 삶을 선물해 준 많은 유공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

면 더욱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경제정의 등의

는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선생님과 가족, 그리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

유네스코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보다 많은 학교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

니다. 우리가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우리의 활동을

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
며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난
계국악축제 거리퍼레이드에 참가해서 외발을 타고 악기를 연주할 땐 거리의 많
은 시민들이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문화에 자부심이 느껴
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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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초등학교

유네스코 키즈 양성 합창단
학교주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옥단길 43
지도교사
정유미 선생님, 김영봉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찬송, 염혜정, 김하은, 진소연, 염혜린, 오선화, 정서영
최태원, 정현우, 김진현, 김건호, 김민기, 오주환, 염혜정
함지혜, 허지연, 오예은, 이나영, 윤가희, 이도하, 윤산희
강지원, 이태범, 전승원, 조윤수, 유상일, 김찬송, 명솔비아
박지혜, 김다빈, 김진성, 황병훈, 이경근, 서희수, 김윤식
김유신, 최준규, 오민석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첫째,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와 문화를 조사하고 노래를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나

있나요?

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학교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우리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장애학생 등 다

마음을 기른다.

양한 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

둘째,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시설(노인회관, 장애인시설 등)을 찾아 재능을 나누고

임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아동노동문제, 환경

마음을 나눈다.

문제 등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 지역과,

셋째, 본교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계기념일 기념 활동을 통해 지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기 위하여 ‘유네스코 키즈

역사회와 세계의 환경, 인권, 다문화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

양성 합창단’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두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모두
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합창’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마음을 나누고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한다. 둘째, 본교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계기념일 기념 활동

별(STAR)처럼 빛나고, 다른 누군가를 밝게 비춰주는 양성 어린이로의 변화를 위

을 지속하고자 한다.

한 우리의 실천약속은 다음과 같다.
• S (Society):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T (Think): 타인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활동

‘유네스코 키즈 양성 합창단’의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와 문화 조사와 발표,

•A (Activity): 직접 활동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합창 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합창 발표, 그리고 세계기념일 활동을 통하여 다

•R (Relationship): 양성 어린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음과 같은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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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양성 합창단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와 우리의 활동의 관계 알아보기
유네스코 동아리 첫 날, 유네스코의 이념과 우리 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할 레인
보우 세계시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세계시민에 대해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원인과 결과의 나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우

리 활동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다.

파트를 나누어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네스코 합창 동아리의 교육,
우리들의 토의를 통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
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 사회를 만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성골 축제 공연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하기

우리 학교는 농촌 지역에 있고, 지역사회의 여러 분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해주

우리는 6개로 조를 나누어(아시아1, 아시아2,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

신다. 올해 양성골 축제 때에도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마을에서 사시는 주민 분

리카) 각 대륙에 있는 나라를 골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조사하고 발

들, 노인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참석해주셨다.

표하였고, 노래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노래에 각 나라의 문

지난 번 나눔과 기부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작품

화나 시대적인 배경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나라의 수만큼 다

을 알게 되었는데 그 작품으로 만든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가득하

양한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존중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 ‘넬라 판타지아’ 두 곡을 마음을 담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창하였다. 축제가 끝난 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
였다고 말씀해주셨다.
합창을 하면서 서로 다른 우리들의 목소리가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
루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 앞으로
남은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하는 발표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합창 이외에도 우
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야겠다고 다짐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
‘고향의 봄’, ‘넬라 판타지아’, ‘꿈의 궁전을 찾아서’ 등 평화의 이념을 담은 노래
들을 골랐다. 노래의 숨은 의미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래를 해야 하는
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발표하였다. 수업 시간 이외에도 파트별 친구
들끼리 함께 모여 연습을 하곤 했다. 지휘자님께 2회에 걸쳐 유네스코 이념과 합
창과의 연관성, 합창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셨다. 합창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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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계 환경의 날 ‘우리 지역 생태 환경교육’

세계 기념일 활동

3월 세계 물의 날 ‘물사랑 포스터 그리기’

환경청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생태 환경에 대한 학습 후 직접 관찰하였고, 조별

물과 관련된 생명감수성 영상을 보고 ‘물을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저학년

로 질문을 만들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하브루타로 이야기하였다.

은 물사랑 그림을, 고학년은

흙, 유리조각 등 주변에 있는 작은 조각들로 집(껍데기)을 만드는 곤충, 환경에

물사랑 포스터를 그렸다. 우

따라 먹이사냥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하는 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

리가 그린 작품들을 3월 한달

습을 보며, 우리도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

간 학교에 전시함으로써 물을

고 우리 동아리에서 학교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가꾸었다. 꽃, 허브, 쌈채소 등을

아껴써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재배하며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커졌다. 그리고 우리가 기른 허브로 모히또를

들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렸다. 점심 시간에 친구들이 우리가 수확

노력하게 되었다.

한 채소로 쌈을 싸먹는 것을 보면서 나눔의 기쁨을 느꼈다.

4월 세계 책의 날 ‘원화 전시회’
세계 책의 날이 생긴 이유를 조사하고,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
동을 계획하였다. 책 제목으로 다행시 짓기를 홍보하고,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선생님들을 인터뷰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인권, 평화의 이념이 담긴
‘마더 테레사’ 책을 선정하여 원화 전시회를 열었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
만 전교생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7월 세계 우정의 날
세계 우정의 날은 서로 다른 민족, 국가, 문화의 사람들이 우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를 이어줌으로써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날이다. 우리는 세계의 많은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 중 카펫을 짜는 네팔 친구 수니타에게 희망편지를 쓰고, 우

5월 세계 가정의 날 ‘우리 학교 기념일’

리의 마음을 담은 기부금을 함께 보내주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와 또래이

세계 가정의 날을 맞아 우리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노인회관, 면사무소 직원분

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

들 등 학교의 여러 공동체가 참여한 행사가 있었다. 학부모님들이 다도 체험, 떡

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나라 전통 예절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오후
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체육 활동들을 하며 엄마 아빠와 새로운 추억을 만
들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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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계 인도주의의 날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기념하여 월드비전의 세계시민교육을 받게 되었다. 첫 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째 시간에는 세계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며, 세계의 친구를 우리의

•합창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느꼈고, 나눔의 즐거움을 알게

친구로 삼는 것이 세계시민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운동화 소녀 이야기’라는 주제로 조를 나누어 조마다 다른 종류, 다른 양의 재

되었다.
•세계 기념일을 기념하는 활동과 수업을 통해 세계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알

료를 가지고 종이 운동화를 만들어봄으로써 아동 노동 체험을 하게 되었다. 힘

게 되었으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들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나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느끼며 우

•지난 2년 동안 언니, 오빠들이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리가 구입하고 소비하는 물건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아동들의 인권에 대해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합창 수업과 여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 기념일 활동을 하면서 ‘세계는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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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나눔과 기부 활동 중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사실들을 조사하는 과정
에서 눈물이 많이 났다. 우리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
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
•세계 기념일 수업 중 유니버셜 디자이너가 되어 발명해본 것, 종이 운동화를
만들며 아동 노동에 대해 직접 체험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았고, 세계시민으
로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았다.
•세계 여러 나라 노래와 문화를 조사하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다문화 친구들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세계 평화의 날
먼저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수업이 있었다. 사고로 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체장애를 가지게 된 선생님이 해주셨으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에서 배려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야 할 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유니버셜 디자인, 그리고 장애발생 예방을

게 해야 할까요?

위한 안전한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수업 이후 우리는 ‘나도 유니버셜 디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양성골 축제를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계획하였다. 학

너’라는 주제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을 위한 물건이나

부모님들을 비롯한 노인회관의 어르신들과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함께 참여

시설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 주위 시설에 대해 관심을

하여 주셨으며, 동아리에서 준비한 노래를 발표하였다. 어르신들이 우리의 노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

래에 공감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의 여러 부분에 대해 활동을 하였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몰랐던 사실들을

•선생님께서 지역사회 여러 기관을 조사하여 유네스코 담당 선생님께 우리가

알게 되었으며, 전액 기부가 되는 기부 팔찌를 통해 기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들었으면 하는 교육을 말씀드렸다. 환경청, 경찰서 등 여러 기관의 선생님들

나눔과 기부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 도움을 주셨다.
•학생 자치회와 함께 등굣길에 학교 앞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
는데 세계기념일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프로젝트를 알리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세계 기념일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학교 기념일’을 학교 행사로 계획했
다. 5월 세계가정의 날을 기념하여 학부모님, 노인회관 어르신들 등 많은 분들
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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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매달 해당하는 기념일과 연관되는 많은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수업
을 듣고, 수업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친
구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
•내년에는 동아리에서 세계기념일의 주제를 정해 학교 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
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 달 내내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합창과 같이 우리들의 재능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다른 활동도 찾아보고 싶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세계 기념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들이 있어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 기념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합창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아니면 각
자 개개인의 재능들을 모아 기부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도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보람이다.”
하나가 되는 시간에 같이 잘 협동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이다.
양성초등학교 정서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까치이다.”
까치는 복을 상징하며, 까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세계시민 또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양성초등학교 염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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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초등학교

세계로 뻗어 나가는 어방 친구들
학교주소
경남 김해시 활천로 159
지도교사
김건형 선생님, 최수현 선생님

학생구성원
공동희, 박준영
전효빈, 김지인, 박성준
김제현, 박정현, 권태희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	학교 교육과정과 월별 특색에 맞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활동들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이념임을 알게 한다.

•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유네스코의 이념과 맞닿아 있고,

•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게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각 나라의 외국인과의 직

학교의 행사와 수업 그리고 활동이 유네스코의 이념 실천과정이라는 기본

접적인 만남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

생각 아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실제적이고 자율적인 월별

고, 편견 없는 세계관을 심어 줌으로써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

활동으로 세계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와준다.

•	글로벌한 시대에 발맞춰 김해시도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
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

•	소수학생 중심이 아닌 각 학급의 교사와 학생들이 관심과 요구에 어울리는 주제와
활동을 통해 세계의 문화, 인권 자연보호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있으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다.
•	학교에서 유네스코의 날을 지정해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지도 능
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학교는 어방 유네스코 ASPnet 학교다.
자율적(Autonomical)인 활동 : 학생 스스로 활동할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하며
발표, 게시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특별(Special)한 활동 : 유네스코의 날을 맞이하여 교사와 학생이 의견을 나눠 세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양한 학교

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특별한 활동을 통해 기른다.

행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또 실천해나

실제적(Practical)인 활동 : 세계 시민은 우리 주변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과 습

가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관으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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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바른말 쓰기 캠페인

물 아껴쓰기 활동

유네스코 3월 행사 주제였던 바른말 쓰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유네스코 7월 활동 주제였던 물 아껴쓰기 활동 모습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

플랜카드를 들고 각 반을 돌며 캠페인을 활동을 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욕이나

사용량이 많아지는 계절에 맞춰 이뤄진 이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집, 일

비속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학교 인성방송 시

상생활에서 물을 아껴 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이 어디에서

간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어떻게 물을 아껴 썼는지 활동지에 적어 각 반별로 붙여보았다.

우리학교 유네스코 마크와 마스코트를 만들어 학예행사 진행

세계시민교육 여름 캠프

6월 16일 있었던 제 2회 어방 유네스코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학교 유네스코 마

7월 25~28일간 방학 중에 운영되었던 세계시민교육 여름 캠프 모습이다. 이번

크와 마스코트를 만들어 학예행사를 가졌다. 통해 김해, 어방초등학교, 유네스코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의 문화, 예절, 놀이,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의 상징과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아이들의 생
각과 경험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6월 16일 있었던 유네스코의 날에는 각 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세계시민과 관련
한 다양한 주제를 상의하여 정하고 활동하였다. 예를 들어 ‘세계가 100명이 사
는 마을이라면?’을 주제로 구연동화하기. 세계 여러나라 음식 조사하고 만들어
보기. 다른 나라의 노래와 춤 조사하기 등 다양한 주제가 선정되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조사하기 결과
유네스코 9월 활동 주제였던 유네스코 세계 유산 조사하기 결과를 유네스코 게
시판에 게시한 모습이다. 인터넷이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
에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학
생 스스로 조사한 것을 종류별로 모
아 붙여 다른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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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유네스코학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우리들은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로젝트를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 스스로 찾아 발견하고 계획하고 실천했

유네스코 월별 활동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와 욕이 다른 친구들

다. 이와 더불어 그 결과물을 나누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

의 감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알았다.

학교 유네스코 게시판이 매월 바뀌었다. 유네스코의 날에 있었던 유네스코 마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

크 만들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작품들이 게시판에 걸렸다. 우리가 활동한 물

자연유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아껴 쓰기 캠페인이나 유네스코 유산 조사 결과를 게시했는데 그 곳을 지나가

유산들을 알게 되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을 맞이하여 실시한 물 아껴

던 친구들, 선생님들이 유네스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쓰기 활동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그리고 바른말 쓰기 활동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쓰던 욕이나 인터넷 용어의 의

보았다. 또 물 부족 국가의 실정에 대해 배워 보았고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

미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전을 실천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지 알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 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여름 캠프 : 세계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알게 되

마디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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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고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문화에 대한 다양성
을 존중하게 되고,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배려의 자세가 몸에 배게 되었다. 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한,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과 흠미도 생기고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그 나라와 관련된 책도 읽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처음에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설레는 마음이 앞서 많은 것을 계획

것도 찾아보고 TV나 세계 뉴스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했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 순수한 열정으로 기획되었던 우리들의 프로젝트는 참

유네스코의 날 행사 :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욕심이 많았다. 월별로 정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각 반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주제를 정하여 하루 동안 체험해 봄으로써 다문화,

우리가 가졌던 용기가 어려운 점이 될 줄은 몰랐다. 주제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환경, 지역 문화 등 평소에 전혀 관심 없었던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턱없이 부족했고, 계획한 시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경험

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게 되어 세계 시민에 가까워진 것 같았다.

들이 남은 기간 또는 내년에 있을 유네스코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되어 우리 어방초
등학교에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세계 시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지난 1년간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마음이 많이 풍성해진 느낌이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지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향하는 이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께 배운 것들과 관련

앞으로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소양을 기르고 앞으로 나

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 아껴 쓰기 활동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낭비한 물이

아갈 방향을 알게 된 점은 참으로 좋았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작은 습관을 실천함으로

기심 때문에 앞으로 세계 또는 지구가 처하게 될 어두운 미래에 대해 간과하고

써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바른 말 쓰기를 통해 남

있는 듯하다. 아직 어린 학생들을 키워 나갈 어른들이 먼저 세계시민으로서 책임

을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의 행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을 자각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신구가 힘을 합쳐 밝은 미래를 만들어

게 되었다.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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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초등학교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조서희
학교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로 26번길 7
지도교사
심주영 선생님, 유현주 선생님

학생구성원
조서희, 정미경, 강지현, 송수연
정민정, 최다희, 김지연, 강유성
김나은, 길나윤, 박서윤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넷째, 금전적인 기부도 좋지만 실제 초등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을

있나요?

생각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행동하는 기부의 초석을 마련

멀쩡하지만 안 쓰고 방치되어 잠자고 있는 내 주변의 물건들에 새로운 희망

하고자 한다.

을 불어 넣어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지저분한
서랍과 주변을 정리하고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며 세상의 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구들과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세
 상의 빛이 덜 닿는 곳까지 희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기부 프로젝
트 실천에 동참하겠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맹점이 될 수도 있는 불공정 거래 무역, 세계 시
장에서의 불법 아동 노동 착취 등을 알고 착한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세
계시민적 자질을 심어주고자 한다.
둘째,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편견과 차
별 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는 밑거름
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학교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가정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의 습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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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네스코 기부 프로젝트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
 네스코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변화에 스스로 앞장서도록 하겠다.
•스
 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
기 위해 노력하겠다.

가방기부 프로젝트 ‘반갑다 친구야’

CCAP 수업(베트남)

5월 2~23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방기부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깨끗하

6월 1일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결혼 이

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가방이나 장난감이 제 3세계의 친구들에게 도움이

주민 여성 강사를 초빙하여 베트남의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총 10박스가 수집

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의 지폐를 실제로 살펴보고, 베트

되었으며 5월 27일 외교부 소관 비영리 NGO단체 (사)옷캔 (http://www.otcan.

남 전통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 진행으로 호응이

org/)에 기부하였다.

높았다.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문화에 대한 학생
들의 문화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다문화 이해교육
5월 10일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미래 세대가 다문화에 대해

희망가방 만들기 프로젝트

열린 자세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구촌 각국 문화 고유의 특색을 알고

유네스코학교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두 번째 사업으로 6월 7~24

인정하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

일까지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굿네이버스에서 제공하는 희망가방 만들기

시하였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

1, 2학년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른 나라의 동화를 감상하고 다른 나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개발국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의 문화와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는 활동(1학년)을 했다. 다문화 친구들이 겪고

이해하며 가방을 통하여 희망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미래의 주역인

있는 어려움들에 관한 애니메이션 감상(2학년)을 통하여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나눔 실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구촌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공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였다. 3~6학년의 경우 시

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청 협약 사업으로 2016년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 교실 운영하였으며 결혼 이주
민 여성 강사 초빙하여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이해 교육
실시하였다.

공정무역 바로알기 프로젝트
6월 17~18일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실시하
였다. 한국공정무역협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
크에서 판매하는 공정무역 초콜렛과 공정무역 캐슈넛을 시식해봄으로써 생산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무역을 하자는 공정무역의
의미에 대하여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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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관련 도서를 읽고 공정무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한

유네스코학교의 날 운영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용연나눔장터에 전시하고 공정무역, 어린이들의 노동 실

10월 2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학교의 날을 운영하였다. 유네스코학교

태, 어린이의 권리에 관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소개 영상 및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환경, 인권, 지속가능한 개
발, 세계평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탄자니아 파견교사의 탄
자니아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들으며 탄자니아의 생활모습에 대하여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안경기부 프로젝트
10월 28일~11월 7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안경을 기
부 받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저개발국가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지구촌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부를 실천할 수 있었다.

용연 나눔 장터
6월 1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 활동과 나눔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용연나눔장터’가 열렸다.
학부모 학교교육참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50여 가족의 신청을
받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류, 도서, 장난감, 학용품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판
매하였다. 물건 진열과 판매의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제 활동을 경
험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체험했다.
나눔 가족의 판매 수익금과 용연초 학부모들이 운영한 먹거리 장터 수익금
914,250원은 본교의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인 ‘세상의
친구들과 나누는 기쁨’ 활동과 연계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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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세계시민이라는 의미를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

게 해야 할까요?

게 되었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세계 평화, 인권, 다문화, 경제 정의 등에 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홍보하였으며

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부터 무엇

학교에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유네스코 활동을 홍보하였다. 지

을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역사회의 협조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듯하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함께 느끼고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세계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민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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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가방 기부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부가 많이 들어와서 놀래기도 했다. 가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방을 선별하여 포장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며 기부할 수 없는 지저분한 가방을 처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리하는 것이 난감했다. 못 쓰는 가방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가방을 양보하는 마음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새로이 알게 되었으며 하루하루 학

으로 선물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
던 것에 반성을 하게 되었다. 빈곤, 가난, 인권, 다문화, 경제 정의, 세계 평화, 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경 등의 문제가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닌 우리와 이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닫게 되었다. 공정무역에 대하여 알게 되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상품들을 구입하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되었으며 주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

유네스코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자료가 많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기부를 통하여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

유네스코 관련 전문강사가 파견되어 실제적인 강의를 해 준다면 보다 유익한 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좋았으며 이런 기부 프로젝트를 몇 번 실제로 실천해

간이 될 듯하다. 지역사회의 협조가 있다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

보고 나니 기부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계단이다.”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연초등학교 최다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읽어도 읽어도 줄어들지 않는 책이다.”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서 배울 점이 많아서 배워도 배워도 더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용연초등학교 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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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초등학교

나눔-나비효과 (Butterfly effect) 프로젝트
학교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91-1
지도교사
현재우 선생님, 하정유 선생님

학생구성원
임병준, 박근우, 강영경, 조김가영
김서연, 변가영, 윤근혜, 김혜진
구경민, 신지은, 김민희, 이하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유네스코학교 Dream 캠페인 참여

이 프로젝트는 학생회 모임이 주관이 되어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

• 나눔 캠페인 홍보

가 학교 전체로 각 가정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운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학

• 기부(저금통 활용)활동, 나눔장터를 운영

교에서 시작된 ‘나눔’ 문화는 작게는 ‘지역 나눔’ 차원에서 인근의 학교들, 행

• 수익금의 선용(지역 나눔, 지구촌 나눔)

정기관(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을 활용하여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나눔을 실
천하고 크게는 ‘지구촌 나눔’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통영RCE)와 연계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작은 실천으로 연결합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미시적 목표는 자원 아껴쓰기, 재활용(중고거래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물
질, 재능)기부 문화 확산입니다.
• 거시적 목표는 지역, 지구촌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104

유네스코학교, 시즌2

프로젝트 참가 희망 접수

우리 학교는 2009년, 경남 최초 유네스코학교에 지정되었습니다.(전국 10번째)

아이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유네스코학교에 지정될 당시부터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들이 지금도

야말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친구를 잘 배려하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의

학교 교육활동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표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원자가 얼마나 있으려나… 걱정이 앞섰

유네스코학교가 무엇인지,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지만, 프로젝트 희망 접수를 받아보니, 대박!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한

사실을 알고,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 문화 간 이해, 지속가능발전 등

명, 한 명 인터뷰를 하면서 참여 학생을 선정했습니다.(결국 참여 희망학생은 모

의 가치와 이상을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

두 각자의 재능에 알맞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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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프로젝트 운영 회의(1)
아이들이 생각하는 프로젝트 운영방법을 들어보고, 어떻게 나눔-나비프로젝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를 운영해갈지 토의하였습니다. 실천으로 옮기기엔 너무 어려운 계획을 조정하

처음 아이들과 유네스코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는 ‘나눔’이었습니

고,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팀 조직을 바탕으로 프로젝

다. 전쟁의 폐허 속, 처절한 반성 속에서 유네스코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트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활동은 크게 기부활동과 나눔장터로 정하였습

6·25전쟁 후 가난한 한국에 교과서를 지원해준 이야기…….

니다. 기부 활동은 성금모금, 나눔장터는 각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물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나눔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

들을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이 구매해가도록 계획했습니다.

었고, 연말이 되어서야 비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나의
‘여유’로 누군가의 ‘절실함’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5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운영 회의(2)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우리들의 프로젝트는 기부활동과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수익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

속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진행하는 Dream드림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의견

•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다른 친구(동생)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이 모아졌습니다. 수년 전 네팔 대지진 후 공부할 학교도, 책도 없는 친구 또래
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 네팔 교육재건사업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은 친구
들에게도 프로젝트의 운영 취지와 참여 내용을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생각을 했습니요.
•	지구촌에 서로 도울 일이 많이 있다는 것,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요.
•	조금씩만 도움의 손길을 내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우리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	지구 곳곳에 있는 친구들과 연결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학
교에 다니는 내 친구라서 정말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기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축제 기간에 맞춰 그동안 학생들이 준비한 모금활동과 나

게 해야 할까요?

눔장터를 운영합니다. 활동 주체인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프로젝트

•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학교소식지(가정통신문)을 이용해서 학부모님께 프로

운영 부스는 자율(무인)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
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많은 돈이 모여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
다는 아이들, 프로젝트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됩니다.

젝트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	그리고 친구들과 동생들에게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쉬는시간, 점심시
간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어린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어른들이 참여를 하실까하는 생각
을 많이 가졌는데,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동생들(5학년, 4학년)이 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
하고 싶어했는데, 주로 6학년만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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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일초등학교

Colorful Unesco
학교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4길 5-20
지도교사
김주성 선생님, 손미라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예나
백세연, 안예인, 장혜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우리 지역과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 가지기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고 문화유산을 왜 소중히

•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여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갈수록 우

•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공유하기

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사람들에게 외면 받게 되고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친구들과 지역 사회의 주민 여러분이 지역과 한국, 세계
의 문화유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끼
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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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탈 만들기

불국사 입체모형 만들기

전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기 전,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의 문화유산

2016년 9월,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 대하여

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2016년 6월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안동하회마을에

알아보았다. 불국사와 불국사 안에 있는 여러 문화재를 알 수 있었다. 미술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미술실에서 하회탈을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만

서 불국사를 3D 입체모형으로 만들면서 불국사의 모습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

들어 보았다. 하회탈을 개성 있게 만드는 활동을 하며 문화유산과 좀 더 친해지

다. 9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들어 안타까웠다. 다들

는 시간을 가졌다.

불국사가 빨리 복구되기를 바랐다.

석굴암 팝업북 만들기

세계자연유산 제주도 만들기

2016년 7월, 경상북도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두 번째 활동을 하였다.

2016년 10월,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활동

이번 활동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석굴암에 대해 알아보았다. 석

에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 화산섬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술실에서

굴암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미술실에서 석굴암 팝업북을 만드는 활동을 하

제주도 모형을 만들며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였다. 팝업북을 만드는 활동을 하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석굴암의 구조에 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

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팔만대장경 만들기
2016년 10월,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두 번째 활동으로 경남 합천 해
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팠다니 정
말 힘들었을 것 같다. 팝업북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며 팔만대장경은 정말 대단
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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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평소에 관심이 가지 않고 수업시간에 배워도 지루하기만 하던 문화유산을 1년

문화유산 작품을 만들다 보면 문화유산에 대해 아는 것보다 작품의 완성도에 더

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보았다.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작품의 완성도를 따지기 보다는, 지금 만들고 있

이런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

는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이 있는지, 또 각 문화유산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1년간 문화유산에

필요가 있었다.

대해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하겠다는 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음가짐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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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 문화유산에 대해 학교 전체 학생들과 지역 사회가 같

아직 지역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다. 하지만 프로젝

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전시회나 다른

트에 참여한 학생들과 프로젝트 활동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은 변화가 있었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겠다. 많은

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선생

분들이 우리나라 지역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아꼈으면 좋겠다.

님들은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재미있고 뜻깊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더 많은 연
구를 하셨기 때문이다.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
음이 커진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프로젝트 진행 시 다른 학교나 지역 사회와 교류할 기회가 없었다.
학예회 때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만든 문화유산 작품 전시회를 같이 열어 다
른 학교 학생들과 지역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사랑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형일초등학교 백세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기쁨이다.”
내가 세계시민이란 것이 말 그대로 기쁘기 때문이다.
형일초등학교 박예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고통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형일초등학교 장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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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초등학교

초록문의 진실
학교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23번길 72(호계동)
지도교사
서화진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승현, 김가원, 홍은빈, 이하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	다른 아파트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함으로써 두 아파트 사이의 갈등이 없어지고

우리팀은 럭키아파트 옆 빈 지역이었던 곳에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생기
고, 그 지역의 소유자가 된 푸르지오 아파트와 럭키 아파트 간에 발생한 갈
등을 해결하여, 서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잘 어울려지내는 지속가능한 마

서로 공공질서를 잘 지키며 자연스럽게 오고갈 수 있는 마을 관계를 만들기
•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 변화
를 통해 깨끗하게 놀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을로 만들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예전에는 지금 푸르지오가 있는 자리에 작은 산이 있었고, 럭키아파트 사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들은 초록문이라는 철문을 지나 산길을 통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가족들

•다
 른 아파트 장소(놀이시설, 단지내 공간 등)를 이용하는 방식과 느낌에 대한

이 개천길로 놀러 나가기도 하고, 아빠와 함께 자전거 타러 초록문을 지나다
니곤 했다. 현재 초록문은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산길이 없어지고 푸
르지오 아파트가 생겼다.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는 초록문을 통과하여 6-2번

•입
 주민이 아닌 사람의 아파트 장소 이용을 관리하는 상황에 대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경비아저씨 인터뷰

버스를 타러 가거나 학교가는 지름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마음이 불편하고

•놀
 이터시설 내 쓰레기통 비치 요청과 관련한 시 공원관리과 담당자 인터뷰

긴장하게 되었다. 푸르지오의 경비아저씨는 푸르지오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다
 른 아파트 시설물 이용방식과 쓰레기 처리 장소에 대한 안내판 제작 요청과

오지 말라고 하시고, 럭키 아파트 사람들은 푸르지오 단지를 지날 때 놀이터

관련하여 시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달할 제안서 작성 및 전달

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씌여진 경고문들로 마음이 좋지 않았다. 두

•학
 생들의 다른 아파트 놀이시설과 장소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캠페인

아파트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커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두 아파트

•놀
 이시설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프로젝트 실행

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두 아파트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면 놀이
시설을 이용하고, 두 아파트의 중심인 초록문의 역사를 옛날처럼 좋게 만들
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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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인터뷰 조사

다른 아파트 공간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깨끗하게 놀이터 이용하기 캠페인

5월 호원초 5학년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 다른 아파트 놀이공간을 사

10월 28일 점심시간에 호원초 본관 건물 앞에서 놀이터를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피해 혹은 좋은 점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설문지 1차 조

캠페인을 벌였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캠페인을 하였고, 동시에 동네

사를 마치고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다른 아파트 놀이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아파트의 쓰레기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쓰레기를 꼭 쓰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반대하는 의

레기장(통)에 버릴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견이 있으며 설문지에서 반대의 뜻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
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
사활동들을 했는데, 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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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다, 처음에 학생들이 스티커 설문과 종이 설문조사를 잘 해 주어서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쓰레기통(장) 현장조사 및 제안서 작성
10월 28~30일.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태도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쓰레기통의 위치에 대한 안내판과 같은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의견 제안 및 설치 요청문 작
성하였다.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의 회의
1년 동안 매달 2번씩 있는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리는 연구진
행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자세한 부분들에 대한 토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연
구를 정리해 나갔다.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가 지역과 사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
문에 우리 연구학생 4명의 생각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유네스코 친구들의
진지한 의견들로 정리가 많이 되었다. 확실히 이런 사회관련 문제는 많은 사람
들의 생각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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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중
 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해

게 해야 할까요?

올 수 있었다, 혼자가는 길은 어려워도 함께 가는 길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학교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벌였다. 주제는 푸르지오에 주는 피해, 푸

같다. 협동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배운 것 같다.

르지오 출입의 찬성과 반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시, 구청 등에 문제를 제기하

•솔
 직히 놀이터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조금 멀리 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조그

였고, 지역 주민, 편의점 주인 등에 놀이터 이용 쓰레기 문제 인터뷰를 하였다.

만 것을 버린 적이 있었다,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

마지막으로, 경비 아저씨께는 두 아파트 사이의 갈등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물

소한 것 때문에 두 아파트 사이의 갈등이 생겼고, 우리가 새 아파트의 좋은

어보았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게 어렵고 힘든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놀라웠다. 작은

시 공원관리과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설이용 및 쓰레기장 위치 안내푯

것이지만 사소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배웠다.

말을 만들고 각 놀이터에 붙인 뒤, 이 결과를 그 장소를 이용하는 호원초등학교

•가
 족들도 저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려고 노력해요, 환경을 더 생각하게 되
었다.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놀이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캠페인과 봉
사활동을 기획 실천하려고 한다.

•누
 군가에게 말을 걸기, 그것도 우리를 (엘지 아파트) 싫어하는 경비아저씨에
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무서워하는 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음도 많이 줄어들고, 정말 무서운 아저씨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모습은 다를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냥 대충 아는 것 말고,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아예

예상 외로 더 어려웠던 점 : 설문조사 할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질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않았고, 설문조사 질문을 만들고 나중에 결론을 해석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
또 경비아저씨와 인터뷰를 하고 관리사무소나 시청 구청 등에 전화를 걸었을 때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너무 떨려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설문조사 질문지나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결론 분석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시간을 내어 친구들과 서로 묻고 답하는 이야

우선 시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의 사회 참여에 대하여 좋게 생각해 관심을 더욱

기를 계속했고 선생님께서도 방향을 잡아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긴장하는

기울여주었고, 오히려 시에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문제 제기해주었기 때문에

것은, 처음에는 질문이 여러 개였는데도, 질문을 하나 하고 나면 대답이 예상과

시 담당자는 마을 문제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달리 복잡하게 나오고 나면 나머지 질문들도 더 못하고 인터뷰를 마치곤 했는

또한, 연구자의 가족들은 생활하면서 나오는 가정 생활 쓰레기에 관한 문제를

데, 나중에는 대본을 쓰고 여러 번 연습해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시도를 다시 하

사소하게 처리했었는데, 좀 더 진지하게 실생활에서 쓰레기 문제를 적용하려고

니 나중에는 묻고 싶었던 것을 다 물어보고 전화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노력하고 있다.
갈등으로 인한 단절을 해소해 지역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졌고, 놀이시설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과 놀이터 공간을 쉽게 파손하지 못하게 프로젝트를 실행해 놀이시설물의 장기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간 지속성도 높아졌다. 또한, 아이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놀이시설물에 관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한 것으로, 아이들의 즐거움의 지속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자료를 더 조사해야 하고, 마지막 남은 캠페
인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또는 지역 주민들
께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 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놀이터와 같은 놀이시설이 우리 어린이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므로 이용하는 방법과 시설 만드는 일 등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 꼭 물어보고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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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초등학교

공정경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세상 만들기
학교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34
지도교사
김유미 선생님, 김태우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민혁, 김나윤, 김나연, 문지협, 한은규, 심재원
정시우, 김현겸, 이하영, 이소민, 박서영, 최수빈
채예림, 정예림, 김건우, 임소정, 옥희정, 진다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자질과 바른 인성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공정 경제’

있나요?

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지도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

홍남초등학교는 약 1,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매우 규모가 큰 학

라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있어 공정경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세계시

교로 홍성군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수가 많다보

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다.

니 교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잔디
구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어 인근의 주민들 및 중고생들이 함께 사용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여 쓰레기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내 학생들 및 인근 주민들이

유네스코학교 계기교육 실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해야 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

‘공정경제’, ‘지속가능발전’, ‘인권’은 학생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개념일 수

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Rainbow 청소년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교육은 당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고 그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장의 환경보전 효과뿐만 아니라 이후 학생들이 성장하였을 때 실천력을 가진

계기교육을 실시한다면 전교생뿐만 아니라 전교직원에게 활동주제에 대해 더욱

성인으로 성장하여 군내 환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으로 안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의 계속적인 활동에 더욱 적

또한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학생들이 관심을 많

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갖고 있었다. 가까이는 교내에서 친구들 간에 생기는 인권에 관한 문제에
서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 마을 안에서의 이주민을 향한 인식이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 및 쓰레기 실태 파악

나, 차별과 차이라는 예민한 문제에 대하여도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인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학교 뒷산 및 운동장 등의 학교 주변 환경

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

정화 활동을 실시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환경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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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네스코학교 공정무역 계기교육

차적으로는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학

아침방송조회 시간에 ‘공정무역’을 주제로 계기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

생들을 전교생과 전교직원, 학부모들이 보게 될 것이고 쓰레

하기 위하여 친숙한 소재인 초콜릿을 소재로

기를 버리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한 반성의 경험을

한 동영상들을 활용하였다. 저학년은 고학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는 홍남초등학교가

에 비해 어떤 구조로 인해 사람들이 아픔을

유네스코학교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학부모, 더 나아가 지

겪는지 논리적 이해도는 부족할 수 있다고

역사회로부터 다양한 활동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데 더욱 도움

생각해 감성적인 영상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

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하였다.

유네스코학교 공정경제 캠페인 실시

유네스코학교 환경 정화 활동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포스터를 교내에 전시하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학교 주

여 전교생 및 전교직원이 자연스럽게 공정경제에 대해 알아볼

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변 환경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모이면 ‘공정경제’를 실천

이 우리로 인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직접

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점차 많아지게 될 것이다.

확인해 보고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 데 작지
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활동하는 동아리

유네스코학교 퍼즐대회 실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학생들도 환경에

‘공정경제’에 대한 개념이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

판단이 될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퍼즐대회’를 실시하고자 한

각된다.

다. 학생들은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공정경제란 무엇인지 더
욱 심도 있게 찾아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공정경제

유네스코학교 공정경제 캠페인

퍼즐대회를 동아리 학생들이 추진하게 하여 앞으로의 다양한

‘공정경제’를 주제로 하여 전교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실천의지를 높이고자 캠페인 활동을 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능력 또한 증진될 것이라 생각한다.

시하였다. 사전에 관련한 문구를 피켓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들이 공정
무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
은 무엇이었나요?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알고 실천의지를 가진다.
•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올바른 의식을 가진다.
• 소비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경제를 실천한다.
•	유네스코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한다.

유네스코 가로세로 낱말 퍼즐대회
‘유네스코’를 주제로 한 가로세로 낱말 퍼즐대회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가로세로 낱말 퍼즐
이 있는 안내장을 배부하고 퍼즐을 채워 제출하면 20명의 학생을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
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총 217명의 정답자가 나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도 좋은 활동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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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더욱 내실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초등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이 되는 것으로 중고
등학교의 동아리 활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전의 계발활동과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활동이 동아리 활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라서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유네스코’에 대해

유네스코학교의 활동 주제가 그 의미 파악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겐 다소 어려

서 설명하고 함께 학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공

운 점이 있다. 따라서 활동을 추진함에 앞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학생들에게

정경제’ 등의 여러 활동 주제들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프

설명하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프로젝트 추진 초기에 가장 어려운

로젝트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분이었다. 또한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활동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초반에는 계기교육, 놀이학습 등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취나 인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부분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각종 개념에 대한 이해가 올바

동아리 활동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변화 정도를 알

르게 형성됐다고 판단한 다음에는 캠페인 활동, 가로세로 낱말 퍼즐 등 학생들

기 위해 측정을 한다는 것 자체에 다소 무리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 함께 운영계획을 세워 여러 세부 활동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교생 및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계기교육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적 소양

을 실시하여 유네스코학교의 활동 주제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을 일정 부분 갖추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여러 개념에 대

또한 전교생의 인식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네스

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시민

코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측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식 변화 및 학습

의 자세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가 앞으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측정 방향을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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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성장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때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뿐 아니라 전교

유네스코학교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매년

생,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가로세로 낱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학교의 실정을 생각해 볼 때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띄고 진

말 퍼즐대회를 실시할 때 학생들에게만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업무 담당자의 활동 의지에 따라 프

가로세로 낱말 퍼즐이 담긴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로그램 활동의 질이 현저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네스코학교

풀어볼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가족들도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

프로그램의 운영이 더욱 내실 있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

다. 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도 사전에 안내장을 배부하여

에서의 활동으로 변경하거나 연구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활동

학부모에게 활동의 내용 및 학습할 수 있는 점 등을 알리고 현장체험학습을 마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질 높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친 후에 그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토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
록 안내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학부모들 또한 홍남초가 유네스코학교라
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어 지속가능발전 및 공정무역, 환경에 대한 학습의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전교생 및 학부모,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종 계기교육 자
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참
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는 다른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체제를 더욱 구축하여 지역
사회의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지역을 통한 학습’을 실천하고 지역의 다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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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가곡중학교·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교문중학교·인권! 주의 깊게 살피고, 서로에게 웃어주기
대룡중학교·다름과 공존 프로젝트
문산중학교·You & I = We UNESCO
보성여자중학교·손 내미는 지구, 받아주는 우리
봉곡중학교·배려와 나눔
부산국제중학교·너, 나, 그리고 함께 하는 우리
서울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One Step For the Better
수원연무중학교·평화의 한걸음이 지구를 살린다!
시흥은행중학교·Let's Live Together!
영선중학교·밝은 세상을 향해! 누리스코
영훈국제중학교·Prevention of Child Abuse
원봉중학교·행복한 지구 만들기
월촌중학교·온누리 환하게 월촌! 세계로 미래로!
진건중학교·환경과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
태광중학교·함께 가꾸어 나가는 지역사회
포곡중학교·오색빛깔 배움과 실천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다!
한솔중학교·For Our Common Future
함안여자중학교·응답하라, 유네스코!
함창중학교·함창 청소년 도슨트 100
해미중학교·I LOVE HAEMI, We LOVE YOU!
해솔중학교·문화의 도시 파주,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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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중학교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학교주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548
지도교사
임훈 선생님, 이경숙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건호, 조성채, 이수민, 김한샘, 정승우, 오진혁, 박정은
이승민, 길민재, 박주형, 한우진, 이현민, 양미주, 이환민
김새얼, 이윤제, 김현민, 주영후, 정서영, 조형민, 김태호
장 현, 김민하, 박예진, 민대웅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학교와 지역 그리고 졸업생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마지

단양 가곡면에 있는 우리 학교가 기숙형 통합학교(단양소백산중학교)로 합쳐지

막 해 학교와 지역의 모습을 앨범에 담고, 개개인의 마음을 담은 글을 쓰면서 주

기 전 마지막 연도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지며, 졸업생들과 연결되는 통로를 찾으
려고 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마지막 문집과 앨범을 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면서 졸업생들과 연결하여 옛 사진을 기증받았다. 그리고 학생 자신에게
의미있는 주제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우리 지역과 학교에 대해 다시 돌아보
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문집을 제대로 작성해 보고자 창작과비평사에 신청하
여 문집 제작 지원을 받아 내어 모든 학생들이 문집을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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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의, 앨범 및 문집 제작 관련 협의

졸업앨범 사진 촬영

3월 15일, 제1회 학생회의에서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졸업앨범과 문집을 작성하

은행나무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 협의를 진행하였다.

10월 24일에 개인사진 및 모둠별

•	창작과비평사(창비)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문집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에 공모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를 신청하였다.

졸업생 동문회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11월 6일(일)에 실시한 동문회 체육
대회 모습의 사진을 촬영하고, 졸업
앨범에 넣을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역과 학생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촬영
3~11월 지속적으로 학생활동 모습을 촬영하였다.

문집 편집 작업 실시
연중 계속하여 작성하고, 수집한
글을 문집에 맞게 편집하고, 사진
및 표지를 제작하였다.

삼도삼색기행 실시
삼도접경 지역의 특색을 살려 삼도삼색 기행을 실시하였다. 인근 경북 문경, 영

졸업앨범 졸업생 관련 내용 편집

주와 강원도 영월, 태백, 원주 등을 답사하였고, 충북지역에서 청주, 제천, 단양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옛사진 자

등을 체험하였다.

료와 기증품을 모아 마지막 졸업앨
범을 편집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여
완성하였다.

「내 마음의 별, 가곡」 문집 제작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마지막 해를
기념하는 문집을 제작하여 1권씩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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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나 자신만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글을 모으거나 쓸 수 있을 것 같았

느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지역 그리

는데, 하다보니 그렇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보다는 질적으로 의미있는 모습을

고 졸업생을 비롯한 우리 이웃들과 얘기를 나누고, 함께하며 행복한 변화를 누

담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릴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들이 만든 앨범과 문집을 통해 마지막 가곡중학교의

좀 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에 집중하고 싶다.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울림이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노력들이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소중한 가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다. 비록 우리 가곡중학교는 사라

곡의 역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

지지만 새롭게 생기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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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해 선생님들과 가족들이 참 대견스럽게 여겼으리라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창비에서 지원해주는 문집만들기 공모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문집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졸업생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 옛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패딩이다.”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곡중학교 조성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취저우이다.”
국제교류학교가 취저우에 있다.
가곡중학교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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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주의 깊게 살피고, 서로에게 웃어주기
학교주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37번길 15
지도교사
김민숙 선생님, 이경순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은지, 이지연, 장유정, 최연화, 최 웅, 권유빈
전수민, 노성수, 박시형, 유현진, 권소영, 박찬미
한혜정, 손현빈, 김지성, 이윤영. 이정빈, 이혜린
장나은, 김은영, 박지수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

우리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및 교사 인권부터 나아가 지역의

•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인식을 갖자.

아동,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인권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위에 관심을 가지기(친구사랑)

아직도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기아, 인권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입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주제 선택에 있어서 너무 다양한 주제가 많아 한 가지로 한정짓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고, 흔히 보이는 주제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인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노력과 해결 방안 등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0

에코팜 운영

한학급 한생명 친구에게 편지쓰기

4월부터 진행된 에코팜은 유네스코학교로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

5월 4일, 한 학급 한 생명 결연친구의 나라를 소개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다. 도시에 있는 작은 학교라 공간의 활용이 쉽지 않아서 처음 시작은 50여개의

후 친구에게 편지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분으로 시작을 하였다. 유네스코학생뿐 아니라 학생, 교직원들까지 모두 참여
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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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캠페인
5월 26일, 네팔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고 유네스코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진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행한 공정무역을 캠페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옆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

4월 15일, 세월호 주간으로 학생자치회와 연계하여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점

께서도 공정무역의 의미를 배우고 동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심시간에 진행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 한번 더 기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화캠프
6월 3~4일, 유네스코반 동아리 학생들은 1박 2일간 평화캠프 프로그램을 교내

세계지구의 날 ‘지구살리기’ 캠페인

에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학년을 섞어 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행사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점

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심화시켜서 진행할

심시간에 교내에서 ‘지구살리기’ 약속을 받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둠토론으로 진행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 핀버튼으로 만들어 주는 행사를 진행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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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교문 기아체험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7월 25일, 월드비전과 함께 올해로 3년째 유네스코가 진행하는 기아체험이 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학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불공정 피구, 세계시민교육, 아동노동 체험, 희망

•평
 소에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별 관심도 없었고, 기아에 시달리

티셔츠 만들기 등 지구촌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으

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랐지만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세

며, 전액 월드비전에 기부하였습니다.

계에 대해 더 고민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
 든 활동에서 팀으로 행동했던만큼 책임감이 생겼고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단
 합하는 힘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한층 성장했습니다.
•큰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세
 계시민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던 나에게 세계시민이라는 공동체가 생
겨났고, 세계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2016 세계문화축제

•명
 확한 변화는 없지만 역시 가족끼리 단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

10월 17~21일, 다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으로, 세계문

다. 예전에는 서로 소통도 잘 안되고 의견 차이가 커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요

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질

즈음엔 소통도 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를 가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의 변화는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세계시민’이
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가 세계시민이 되면서 그리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친구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유네스코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족들도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획한 것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진
부한 계획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좀 더 기발하고 사람들이 집중할
만한 계획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 캠페인 등을 통해 소통하였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
트를 알리기 위해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안경이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문중학교 박찬미

122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프
 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보니 그 결과가 기대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적
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성공요인인 것 같습니다.
•공
 정무역 초콜렛을 팔았는데, 예상 외로 돈이 많이 들었지만 친구들과 선배
들이 많이 사줘서 성공적이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앞
 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

•과
 정 속에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
으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극복하였습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사
 람들에게 유네스코라는 것에 대해 더 알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을 해

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활동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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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구이다.”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문중학교 전수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뿌듯함이다.”
나의 작은 힘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문중학교 원유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터닝포인트이다.”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 때문이다.
교문중학교 이혜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책이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통한 간접경험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진 것처럼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다양한 과정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게 하였기 때문이다.
교문중학교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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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룡중학교

다름과 공존 프로젝트
학교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65
지도교사
윤혜옥 선생님, 이미선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민지, 여인서
조영미, 박성채, 허성경, 신다은
안영지, 신유진, 주혜림, 황세빈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유네스코에 대해 알아보기

현재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

•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 갖기

도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강

• 양치물 받아서 사용하기

수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곳이 많다. 우리가 아껴 쓰는 물과 전기는 다른

• 세제 덜 사용하기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 분리수거 실천하기

또한 춘천시는 매년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다문

• 잔반 남기지 않기

화가족 지원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

• 다문화친구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함께 활동하여 나와 학교 친구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 친구 나라에 관심 갖고 체험하기

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지구환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습
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과 선입견을 완화하여 이해의 장
을 마련하고자 한다.
124

세계 물의 날 기념 포스트 전시

장남감 만들기(6월 3일)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하여 물 부족에 대한 포스터 전시를 통하여 물 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는 활동을 통하여 세계 속에 불

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 절약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한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이 물 부족에 관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여 작은 스티커를
제작하였으며 학교 각 화장실과 세면대에 부착하는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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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체험(7월 14일)
유네스코 모의 총회를 통해 각국의 문화재 환수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정리하

중국어의 날(4월 20일)

는 시간을 가졌으며 평화메세지 쓰기, 난민체험 등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중국어의 날을 맞이하여 중국 원어민 교사와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한자쓰

것을 체험하였다.

기, 중국어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하였다.

세계시민교육 토론대회(8월 26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5월 27일)

세계시민교육 토론대회를 개최하여 글로벌한 이슈를 통하여 세계 속에서 일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자기 장터를 열어 내가 쓰지 않는 물건

나는 다양한 일들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에

을 팔고 또한 필요한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을 가졌다.

사는 행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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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학기 초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처음 접한 세계시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

보자기장터는 성공적이면서 어려웠던 활동이었다. 처음 여는 활동이다 보니 많

금은 어려운 단어였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을 둘러보면 보다 쉬

은 학생들이 유네스코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프로젝트에 대해 많이 모르는

운 곳에서 우리가 세계시민 되기를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기회였다.

상태여서 보자기장터에 많은 신청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아리원들과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력 덕분인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보자기장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많은 학생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이 또 보자기장터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많이 들

우리들의 작은 변화로 인해서 친구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에 변화할 수

어왔다.

함께 일주일동안 아침에 반을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며 설명을 해주었다. 그 노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천한 활동 중 하나인
보자기 장터를 예로 들어보면, 더 이상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그 물건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환경을 아끼며 세계시민의식을 깨달을 수 있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었다. 또 축제에서 난민 체험해보기, 엽서쓰기, 세계시민 유형 탐색하기 등의 활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동을 통해 난민들의 심각성을 깨닫거나, 깨달은 점을 엽서에 쓰면서 생각을 변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뿐만 아닌 지역사회와 다른 학교들과

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학기 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유네스코

소통하며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친구들이 세계시민이 된

동아리에서 하는 행사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세계시민활동들에 적

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보다 쉬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았으면 좋겠고, 프로젝트를 통해 친구들, 학교, 지역사회 모두 세계시민이 될 수 있
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한·중·일 교육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거나 학교
화장실에 홍보지를 붙여 알렸고 또 중앙현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해 학교에 방문
하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등불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어두울 때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룡중학교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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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중학교

You & I = We UNESCO
학교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68(충무공동)
지도교사
오광래 선생님, 김고은 선생님

학생구성원
하우현, 박성환, , 김성훈, 김상민
김건우, 허정원, , 서현민, 정현민
이상석, 김민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전쟁과 테러, 다문화 주민의 인권,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우리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은 전쟁 공포(북한), 자연재해, 환경문제이지만, 우리 학

모두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픔과

교에 속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외국인들의 인권과 세계 평화와도 서로 밀접

기쁨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

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임을 Rainbow 청소년

라는 말처럼 폭넓게 생각하고 작은 곳에서 실천하여 모두 다 바른 성장을 할 수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접하여 생각하였고, 비록 중학생들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지만 자그마한 것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의 큰 유기체로 어느 지역의 한 곳이 불균형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이 생기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	다양한 UNESCO 체험을 통하여 평화와 인권, 환경 등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

환경, 인권, 평화 관련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찾아서 밖으로 지역 단체나,
시청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를 가지겠습니다.
• 세계시민으로서 ‘You & I = We’를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행사를 통하여 교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UNESCO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27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의논한 후, 우리 동아리는 프로젝트 트
리를 직접 그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였지만 여러 학생들의 생각이 모
여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조별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발표할 기회를 가졌고 월별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학교
유네스코학교 플랜카드를 걸고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는 타이틀의 자부
심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답게 누구보다 지역사회에 관
심을 많이 가지고 배려할 줄 아는 우리 문산중학교 학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천 고민
본격적인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 시작 전, 어떤 프로젝트를
실천할까 고민해보는 활동을 하였고, 그 예로 동아리 학생들 모두가 UNESCO
를 몸으로 만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만
들고나니 멋진 사진이 나와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지역 사랑 자전거 타기!
출발 전 안전을 기원하며 사진을 한 장 찍고 문산~진양호 자전거길 2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부주의로 가벼운 타박
상을 입어 인해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마인드맵 그리기
인권, 환경, 평화에 관한 나무 그리기 활동(마인드맵)으로 각 주제에 대해 고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주위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
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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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면서 진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진주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

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행사장에 수

문산, 금산, 진양호까지 ‘지역사랑 자전거 타기 활동’을 하며 우리 지역의 환경

많은 외국인을 만났으며, 쓰레기도 줍고 봉사활동 시간도 받게 되었습니다. 생

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확산을 위해 더

전 처음 접하는 다양한 행사를 보면서 우리 진주에 이렇게 많은 다문화가족 들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아닌 자전거를

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문산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는 다문화주민에 좀

이용하여 먼 거리를 이동해보면서 깨끗한 교통수단 이용으로 아주 손쉽게 자연

더 관심을 가지고 경남 다문화 정책에 대해 꼭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전통 의상과 생전 처

환경보존 정화 활동

음 보는 전통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강변 환경보존 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등 주변 환경을 깨끗이

와 전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진주 남강을 따라 다니면서 강의 수질
오염 정도를 체크하였는데, 수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여 우리 모두가 더 우
리 지역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Dream 드림 저금통 모금 활동
문산중학교 전교생 모두가
참가한 드림 저금통 모금 활
동의 결과 60만원 가량의 돈
을 모았습니다. 예상보다 많

학교 주변 정화활동

은 금액에 놀랐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학교 주변의 잡초와 잡풀을 제거하며 ‘문산 유네스코 길 만들기’ 정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좋은 곳

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기에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던 잡초와 잡풀을 제거

에 쓰인다 하니 정말 기쁨을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더 힘을 내서 학교 주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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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진주시 다문화 지원센터 방문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진주에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견학을 한 후 한국어 교육이나 아이돌보

처음에는 유네스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점차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

기 같은 봉사활동을 이 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워서 스스로 성장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
로젝트 동아리는 지역사회 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친구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내가 그것을 줍고 버리고 이것을 반복하
다보니 친구들도 따라 줍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역문제나 유네
스코에 관한 일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You & I = We UNESCO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진주 시청 환경 관계자분들과 다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족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문산중학교 친구, 선배, 후배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
다.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임을 알고 세계시민의 삶의 중요성과 평화, 환경, 인권

진주 환경 실태에 대한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변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

진주 시청에서 생태환경 전문가가 나오셨고 현 진주 환경의 실태에 대해 교육

다. 이러한 우리 동아리들의 꾸준한 발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유네스코의

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진주 생태 환경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생각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높았
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환경이 얼마나 나빠질지 모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는 사실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진주시 다문화 지원센터 방문, 진주시청 방문,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
여, 사랑 나눔 기금 모금 활동, 백혈병 환자 돕기 머리카락 기부 활동, 지역 사
랑 자전거 타기,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 Rainbow 프로젝트 발표 등 여러 가
지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널리 우리 유네스코 활동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단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부터 Rainbow
프로젝트를 더 많이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활동에서부
터 야외의 봉사 활동 그리고 외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 활동에 원활하게 참
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학교인권교육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작은 사고도 많이 나고,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의 갈등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서 오신 강사 선생

도 많이 겪었습니다. 다른 동아리에 비해 프로젝트 양도 월등히 많아 친구들이

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문화 인권과 우리들의 인권에 대해서 정말 쉽고 재

귀찮아하고 참여하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멤버들이 동아리를 탈

미있게 배웠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타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눈을 가

퇴하려는 일도 종종 생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끝까지 참고

지게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함께했던 팀원들과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반장과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
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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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어떤 프로젝트든지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작은 실천도 행할 줄 알아야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결실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유기체임을 알고 서로 배려
하고 인정하는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하나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여
럿이 되고 또 뭉치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이번 Rainbow 청소년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
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도록 모두가 실천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여자친구이다.”
우리가 여자 친구에게 가장 잘해주고 잘 챙겨주듯이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여자 친구에게 느꼈던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산중학교 조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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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여자중학교

손 내미는 지구, 받아주는 우리
학교주소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3가길 66
지도교사
김희정 선생님, 김광래 선생님

학생구성원
서유진, 강다현, 심하정, 박예은, 한지윤, 신서연
정서연, 강재경, 석수민, 황수경, 송세희, 윤지영
임선영, 최연빈, 서우림, 서윤서, 이가빈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학교에서는 다문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해방촌과 이태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태원은 옛날부터 많은 외

수업시간에 의사소통이나 언어적인 면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었습니다.

국인들이 왕래하고 살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다니

그리고 이동수업시간에는 항상 불을 끄고 선풍기, 에어컨 등의 냉·난방 시설을 잊

다보면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또한 다양한 국적의 친

지 않고 끄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늘 점검하고 잔반이 남지 않

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도록 급식을 먹을 때나 밥을 먹을 때는 꼭 먹을 만큼만 담아먹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다문화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
각하고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문화도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 날 별로 온도에 따른 중앙제어 시스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프로젝트는 일상

• 앞장서서 다문화 친구들을 돕기

의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늘 가까이에 있는 문제들을

• 유네스코 동아리원으로서 먼저 모범이 되기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 먼저 불 소등, 에어컨, 선풍기 등 전자제품 끄기
• 낭비되는 에너지를 조사하여 알리기
• 포스터를 만들어 물, 전기 절약을 실천하도록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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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 알아보기

천연재료로 환경을 보호해요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모

인간으로서의 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눠 보았습니다!~

기.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모
기 물렸을 때 바르는 버물리
를 만들었습니다. 화학제품
이 들어가지 않은 버물리로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의 피
부도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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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워보는 시간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워보는 시간! 꽃 송편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추석에 즈음하
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송편 반죽부터 찌고 포장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뛰어난 지혜를 배웠습니다.

털실게임!! 그리고 세계시민
아이들의 걸음이 학교로 가게 해주세요

털실게임을 통해 세계시민의 개념과 연결고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쪽이

이크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아동노동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아동 노동 퇴치 표

움직이면 다른 한쪽이 따라가야 하는, 우리는 연결된 세계시민입니다.

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 카펫공장 노동자가 되어 조금이나마
아동노동을 경험해보았습니다.

빈곤의 문제!!~ 해결 방안은?
북반구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먹고 풍족하게 사는 반면에 남반구의 사
람들은 적은 식량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식량을 나누어 작은 체

희망의 운동화로 행복을 나눠요

험을 해보았습니다. 가상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북반구에 있는 학생들이 남반구

키르기스스탄 친구들에게 희망의 운동화를 만들어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 식량을 줄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우리가 만든 운동화가 그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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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우선 세계시민이라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직접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하

게 해야 할까요?

였습니다. 항상 지구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

인식하면서도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거나, 친구들과 함께 그러한

해서는 인권, 환경, 공정무역, 다문화와 같은 주제에 대한 활동의 대상을 전교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많이 없는데, 1년 동안 유네스코 프로

학생들로 범위를 넓혀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내용을 함께 실천하며 공유한다면

젝트를 통하여 생각에 그치지 않고 내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길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실행하여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직접 신문이나 뉴스를 찾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보면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지구환경에 귀 기울였으며 다문화 친구들에게 관심을

처음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활동해보기를 원했지만, 시간을 맞춰 모든

갖고 지역문화에도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치를 할 때 세수를 할 때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실천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등 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였습

유연하게 대처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활동해 봄으

니다. 또한 학교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불을 끄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로써 유네스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인 환경, 인권 등

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반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보고 먼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말을 걸려고 하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모르는 사이였던 친구와도 인
사하고 물건을 빌려주는 등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리단길과 이태원 또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지역의 고유문화가 담겨있는 곳이라고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었지만 자주 지나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가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촌을 다니면서 골목들

앞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동아

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자그마한 가게들 그리고 거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할머

리 시간에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이라

니들을 보며 해방촌의 색다른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는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아리 시간에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도하여 주위 사람들 또한 변할 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있도록 지구촌의 모두가 아름답게, 하나 되는 지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겠습니다.

저의 변화들을 통해 특히 지구환경에 기여하겠다는 노력이 가족과 친구들이 변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인권, 다문화 등의 여러 문제들을 사람들

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물을 틀어 놓은 채로 양치

에게 앞장서서 알려,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

질을 하실 때, 친구들이 급식을 너무 많이 남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다. 각 학교에서 유네스코의 날을 지정하여 하루동안 모든 학생들이 유네스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가족들 또한 물을 아끼고 불을 끄고 잔반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함께 경험해보거나 그 밖의 여러 교육 프로그

을 덜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체험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램을 기획하여 세계시민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의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에 대

미있을 것 같습니다.

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천연재료로 버물리 스틱을 만든 활동을 통해 화
학약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적게 사용하여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이웃사촌이다.”
세계시민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엇이든 나누며 도와주는 따뜻한 이웃사촌과 같기 때문이다.
보성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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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곡중학교

배려와 나눔
학교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1안길 9-8
지도교사
정미진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정은, 전윤서, 김소리, 박제섭, 윤명수, 이정현
김유선, , 박찬희, 김주영, 이민경, 금서율, 이건우
김준수, 임영민, 박건우, 황민국, 김민서, 김하늘
임차민, 이준희, 용희원, 김꽃향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내 주변부터 아름답게 가꾸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지역 사회로 확산될

학교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때 학생들의 마음에 나눔과 배
려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고, 학교 폭력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문화교육의 확산과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겠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크고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먼저 작지만 자주 실천할 수 있

•	웃어른들이 우리를 보고 흐뭇해하는 것을 보면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
하고 싶습니다.

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유네스코’하면 세계문화유산을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작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세계시민 정신을 퍼뜨
리고 싶습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지속가
능한 교육, 환경을 가꾸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지금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사
회에 웃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확신하여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
천하고 싶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교류를 통해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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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배려와 나눔의 실천, 인도네시아

배려와 나눔의 실천, 필리핀

4월 15일, 제1회 외국인 초청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오공과

6월 10일, 제3회 외국인 초청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교환 학생과 통역봉사자 학생이 일일교사의 역할을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생 선생님과 필리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니다. 간단한 필리핀 인사말을 배우고 유명한 게임을 하면서 필리핀의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실천, 중국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태동, 첫걸음

5월 13일, 제2회 외국인 초청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오공과

3월 18일,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교환 학생과 통역봉사자 학생이 일일교사의 역할을

로젝트를 계획 및 조직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하나 모아 실천하기 위한 준비했

하였습니다. 평소 배우던 중국어를 사용하여 직접 대화를 해보고 중국문화에

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중
국화폐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실천, 우리학교 깨끗이
4월 1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첫 활동으로 우리 학교를 깨끗이 하기

배려와 나눔의 실천, 우리동네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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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습니다. 조별로 우리 학

5월 27일, 우리 학교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기

교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

로 했습니다. 조별로 쓰

을 찾아 청소를 하였습니다.

레기 봉투를 가지고 각

청소 전과 후의 사진을 찍고

자의 구역으로 이동했

비교를 해 다른 친구들 앞에

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

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

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

졌습니다. 매일 생활하는 공

고 앞으로의 실천 방법

간을 깨끗이 하는데 이바지

을 고민하는 값진 시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

을 가졌습니다.

꼈습니다.

2016 명품교육 봉곡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 캠페인 실시 :
9월 26~30일(5일간) 2016 명품교

메시지 나무 만들기

육 유네스코학교 교내 퀴즈 응모행사

10월 7일, 지구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

실시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정신을 알

였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다짐할 것을 촉구

고 실천하게 하고자 유네스코 관련

하며, ‘메시지 나무’ 만들기를 통해 소통과 다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지개

자료를 배부하고 관련 퀴즈를 제시했

빛깔의 종이에 각자의 메시지를 적어 나무에 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응모하여 유
네스코학교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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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 교내퀴즈응모행사

니다. 응모함이 가득 찰 정도로 성황
리에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실천, 말레이시아
10월 7일, 제4회 외국인 초청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생 선생님과 말레이시아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서로 공존하는 문화와 예절을 배
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과자를 맛보는 체험은

배려와 나눔의 실천, 어르신과 함께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10월 7일, 학교 인근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
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과 소통을 장을 마련했
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대
접하고 어깨 주무르기, 노
래 부르기, 문자 보내는 법
알려드리기 등을 하였습니
다. 어르신들이 무척 기뻐
하시며 학생들을 친손자처
럼 예뻐해주셨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실천, 카메룬
10월 21일, 제5회 외국인 초청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카메룬에

2016 명품교육 봉곡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 교내대회 실시

서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생 선생님에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생소한

10월 7일, 유네스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배려와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아프리카 대륙, 정글, 축구, 언어, 교육환경 에 관한 열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

세상을 만들고자 배려와 나눔에 관한 운문, 산문, 만화,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다. 특히 영어, 프랑스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카메룬의 교육에 놀라

실시하였습니다. 전교

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문별 교내 대회가 2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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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학교입니다. 격주 금요일 6, 7교시마다 동아리 활동을 하

작지만 잦은 실천을 통해 교내외 활동을 하면서 이런 활동들이 캠페인처럼 확

면서 유네스코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

산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함께 동참

눔과 배려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 선생님이 오셔

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지만 학업에 대한 핑계로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서 다문화 강의를 듣고 체험했습니다. 여러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갖고 서로의

다. 변하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이 컸지만, 우리의 의욕을 다시 불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환경 가꾸기 실천도 했습니다. 학교 교내를

태우며 힘을 모았습니다. 일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관

시작으로 차츰 범위를 넓혀 지역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쓰레기

심을 가지고 동참하려는 친구들을 볼 때면,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봉투를 들고 다니며 버려진 쓰레기를 담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니다. 깨끗이 변하는 환경을 보고 우리의 마음도 정화됨을 느꼈습니다. 작은 실

이제까지의 활동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천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더불
어서 잘 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행복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하나하나를 보면 부족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 둘씩 쌓이면서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크고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먼저 작지만 자주 실천할 수 있는

습니다.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지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유네스코’하면 세계문화유산을 떠올리는 학생들

만, 조금씩 계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늘 한결같이 지원해주는

이 많은데 잦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세계시민 정신을 퍼뜨리고자 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활

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친구들, 가족, 지역 사회도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

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 유네스코 정신이 퍼질 거라

소년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

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었고 함께하는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배려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주기적으로 학
교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깨끗한 환경 만들기
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도 많은 응원을 하셨고 동참해주시는 모
습에 감동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
역사회 특히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긍정
적인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소외된 어르신들
에게 다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봉사와 배
려의 정신으로 소통하였고 세대를 뛰어넘어 함
께 어울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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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중학교

너, 나, 그리고 함께 하는 우리
학교주소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관문로 105-70
지도교사
이미화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인혜, 강보배, 우명진, 최윤영, 최지원, 서준익
장지원, 이경록, 윤필영, 이민우, 전수빈, 박서현
이호주, 김경연, 정연호, 조세연, 김해원, 박재하
오세은, 이혜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잔반을 남기지 않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아프리카의 굶주

있나요?

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

현재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반

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주제인 ‘전쟁과 어린이’,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직접

면에 인권 침해, 환경오염, 인종 차별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자료를 조사하여 동아리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동아리부원에게 소개하고

희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세계 속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색함으로써 리더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점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의의를 두었습니다. 많은 관점들 중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세계의 전쟁으로

‘잔반은 No No’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하고 포스터를

인한 어린이의 안전과 평화,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환

붙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 2, 3학년들을 섞

경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로는 ‘잔반은 No No’를 진행하여 전교생에게 환경문

어 팀을 정한 뒤 점심시간(12:30~12:50)동안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생들을 기

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활동과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을 했습니다.

록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 4번 이상 잔반을 남기지 않은 학생들에게 매월 3점
의 상점을 부여했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아리 활동 시간과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문제의 원인과 현재 상황,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고 발

저희가 실천한 ‘잔반은 No No’ 프로젝트를 통해 전교생들에게 현재 환경오염

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현충일 참배 행사나 유엔 평화 기념관 방문 등 우리

의 실태를 알리고 학생 개인의 작은 실천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

나라와 세계의 소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환경오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정작 실천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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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부산근대역사관 방문

유엔 평화 기념관 방문

5월 13일(금)에 부산근대역사관에 방문하여 부산과 개항에 대한 역사에 대해

8월 26일(금)에 유엔 평화 기념관을 방문하여 6.25 전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알게 되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현실과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탄

그 시대를 꾸며 놓은 전시관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세계평화

압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의 한이 느껴졌고 앞으로 이런 힘든 시대는

에 관련된 타일을 만들어 기념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세

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평화에 관련된 것을 했다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현충일 UN기념공원 참배행사
6월 6일(월)에 남구 유엔 기념 공원 추모관 앞에서 부산지역 유네스코학교 학

잔반은 No No 캠페인

생들 200명과 함께 6.25전쟁 때 참전하시고 순국하신 군인들을 위해 참배하고

6월 20일(월)부터 12월 2일(금)까지 진행하는 잔반 없애기 캠페인을 통해 전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슨트 선생님의

생에게 환경오염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고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

설명을 들으니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하고 참여하기가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잔반을 남기지 않는 친구들이 늘
었고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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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는 세계적인 문제와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었습

잔반 없애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이 개개인의 사정으로 빠

니다. 하지만 동아리 시간에 세계의 전쟁과 어린이들의 인권, 외국인들의 인권,

지거나 참여를 못할 때였습니다. 각자 활동하는 요일이 있지만 가끔씩 개인적

환경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유네스코나 세계 인권 기구에

사정이 생겨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 프로젝

서 사회적 약자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트를 한다면 각자의 요일을 정할 때 예비 인원까지 정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차별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각자의 주제(인권, 평화, 환경)를 정해 발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식을 가지기 위해 앞으로의 유네스코 동

하는 활동은 동아리 시간 이외에는 만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것 역시 개

아리 활동에서 세부적인 원인과 문제에 대해 탐구해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인의 사정과 빡빡한 학교 일정 때문에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번에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는 한 달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 동아리부원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천했던 ‘잔반은 No No’ 프로젝트를 통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해 학생들에게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계의 문제 해결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정작 실천하는 방

앞서 말한 잔반 없애기 프로젝트의 예비인원 만들기, 한 달에 한 번 동아리부원 소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캠페인에 대해 홍보

집일 만들기 이외에는 1, 2, 3학년들이 조금 더 친밀하게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

하고 실천한 결과, 학생들 대다수가 참여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생이 크게 늘

습니다. 선배와 후배 사이이지만 같은 동아리부원으로서 친하고 다정하게 진행한

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한다며 칭찬도

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더 많

해주시고 직접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은 활동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평화 기념관 방문, 현충일 참배 행

동아리부원들의 노력으로 학교 전체가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 외에도 각 학교 유네스코 부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소 등을 마련하여 더
활동적인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이번 잔반 없애기 프로젝트나 발표활동은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에 알리지는 못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주최하여 실행하는 첫 프로젝트였고 규모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점점 더 규
모를 늘려나갈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부산국제고등학교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
기 때문에 급식실에서 마주칩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제고등학교에도 이 프로젝
트를 알려 협동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 비이다.”
아직은 청소년들이 완전히 자라지 못한 애벌레 같아 방황을 하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성장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비가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잘 이루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산국제중학교 우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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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One Step For the Better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36(종암동)
지도교사
서용권 선생님, 이경은 선생님

학생구성원
배정현, 김보성, 김보성, 백재하, 오주현, 이수형
임도연, 김성호, 문지혁, 신동준, 유승준, 전찬웅
최웅필, 배정현, 이정찬, 노태우, 오준석, 장연식
나동혁, 김태원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있나요?

이면 홍보와 널리 알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프로젝트 ‘One Step For the Better’은 지역문화 이해, 다문화에 대한 관

자세히 몸으로 체험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심과 실천, 공정무역을 통한 경제 정의 실현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먼저, 학생들이 사는 거주 지역(성북구)과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지역 문화 이해를 계획했습니다. 그

•	지역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가까이 있으나 소홀히 했었던 문화유

리고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다문화센

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문화적인 부분과 비문화적인 부분과

터와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음식과 관련하여 접근함으로써 보다

의 연관성까지 생각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소 익숙하지 않은 공정무

•	국제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이슈를 재구성해보고자 하였습

역과 관련한 내용은 캠페인을 주관하는 학생들이 먼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난

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칫 편향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공정하게 바라

후 학생들이 그 내용을 캠페인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홍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볼 수 있는 이해의 틀로 재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	‘One Step For the Better’란 제목처럼, 거창한 목표와 실천 또한 첫걸음 혹은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의 실행을 위한 작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One Step For the Better’,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들의
142

실천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탐방,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바라보기’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다문화 센터 방문’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홍릉, 세종대왕 박물관, 종묘 등 여러 문화재를 탐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친숙한 접근을 통하여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

하고 체험함으로써 지금까지 스쳐 지나면서 살펴보았던 문화적인 유산에 적극

이자는 의미로 하나다문화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

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문화에 대한

였습니다. 다문화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나

자긍심과 함께 지역문화에 대해 친숙해지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즐거움을 준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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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 ‘국제이해소식지 발간’
학생들이 환경, 국제관계, 문화 등 각자 관심분야를 정해서 자료를 수집한 후

다른 나라를 자세히 알아보는 ‘찾아가는 먼나라 이웃나라 수업 유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수집과 정리를 통해 ‘국제이해소식지’를 발간하였

서울글로벌센터의 협조를 통해 매달 다문화 수업을 유치함으로써 타문화를 접

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들을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는 계

하기에 쉽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제고를 위

기가 되었고, 그러한 관심사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서 자신의 국가

계기로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에 대해 친숙하게 설명해주셔서 학생들이 보다 익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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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세계시민이 되는 첫걸음으로 먼저 시민이 되자는 인식 아래 프로젝트를 수행해

문화유산에 대한 체험을 계획할 때에는 다소 형식적이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

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하였던 문화유산

섰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서

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나의 행동이 세계 전체와 항상 연관되어서 유기적으로 움

이미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문화체험을 통해

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와의 공존이 필수적으로 요청된

서는 학생들이 타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 것보다 음식 자체에 대한 관심만

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가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으나, 음식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관
심으로 자연스럽게 확대하면서 우리의 음식과도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모습에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서 많은 의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로 유네스코반 동아리 학생들을 위주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활동이 이루어져, 학교 전체나 지역 사회로 확대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

‘One Step For the Better’의 의미처럼 작은 변화가 모여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다는 한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 수 있다는 인식 아래에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줄곧 지니게 되
었습니다. 나로부터의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타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움직임을 목도하였습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행해져서 수년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걸쳐 완성되는 프로그램도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

게 해야 할까요?

여 학생들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행동으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시점부터 예상되었던 어려움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지

로 옮겨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를 만든 점 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역사회로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의문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프로젝트의 실천에 있어서 연속성이 보다 커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프로젝트 실천 도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나로부터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은 좀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러한 과정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
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변화의 흐름을 가져오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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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무중학교

평화의 한걸음이 지구를 살린다!
학교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0번길 30(이의동)
지도교사
김은정 선생님, 류은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건희, 김윤서, 홍승수, 고재령, 최나래
장도희, 양지모, 조혜주, 오예성, 구지현
함지원, 박상현, 김예원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인권 문제

있나요?

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노력과 해결 방안 등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

환경 관련 수업을 통해서 환경에 관심이 생기고 더 손쉽게 활동을 할 수 있었
다. 내 주변, 우리 지역, 나아가 인류에게 소중한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요즘같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가 속해 있는 광교지역 안에서 환경 관련 캠페인도 하고 학생이다 보니 학생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먼저 평화에 관심을 갖는다

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자 했다. 또한 사진 전시로 사람들에게 이

면 우리가 사는 수원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폭력이 없어질 것이

러한 것들을 쉽게 알리기로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수원의 재래시장
과 화성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추세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고유문화를
알리어 지역고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캠페인 활동을
하여 지구촌의 재난,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빈부격차 등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

145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는 이번 해에 처음 생겼다. 처음 유네스코 동아리에 들어

환경평화 사진전 개학 후 진행

와 서툰 점도 많았고, 활동들을 하며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다. 하지만 하

여름방학 전부터 계획해온 환경평화 사진전을 개학 후 바로 진행했다. 우리 주변

나씩 활동들을 하며 유네스코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더 관심을

에 더러운 환경들을 찾고 직접 그곳을 치워 사진을 찍었다 전후 사진을 비교해

갖게 되었다. 우리는 평화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해 주제에 관련된

우리 학교에 전시했다. 방학동안 해외로 나가있던 친구들은 그곳 지역에서의 전

활동들을 했다.

쟁으로 인한 피해들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부족한 사진자료들은 자료 조사를 통
해 얻었다. 자료 조사를 하며 우리나라가 큰 전쟁경험이 있는 휴전국가임에도 불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된 생태교육

구하고 전쟁과 평화에 무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들에 설명을 적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

고 꾸미며 평화와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
런데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30시간) 동안 유네스코 활동 중 자연
사랑반과 연계하여 생태교육을 받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생
명 존중을 실천하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직접 작은 다육화분을 만들어보면서
작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또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여러 식물들
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생명의
신기함도 느낄 수 있었다. 조
금 색달랐던 강의는 공생과 천
적관계에 관한 강의였다. 나름
자연에 관해 강의들을 들으며

유네스코 UCC 공모전

자연은 정말 광대하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UCC 공모전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주제로

다시금 느꼈다.

UCC를 만들었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도 어렵고 잘 알지도 못해 UCC를 만
들 때 정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조사하며 어른들보다

물향기수목원 현장학습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깨닫

그동안 했던 작은 체험들과 여러 강의를 밑바탕 삼아 ‘물향기수목원’에서 현장

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지속발전가능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학습을 진행하고 교내 정원에 직접 식물을 심어보고 천연 농약을 만들어 뿌리
는 등의 체험을 했다. 수목원이라고 하면 벌레가 많고 나무만 많을 것 같은 느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을 받았다

낌이 들었는데 직접 다녀와 보니 이름처럼 정말 예쁜 정원같은 느낌이었다. 그

2학기에 들어서 유네스코 강사선생님으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을 받게

리고 우리 학교 교내에는 실내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 직접 흙을 파고 배

되었다. 내가 유네스코 동아리를 하면서 유네스코에 대해 알 수 있던 활동들은

양토를 뿌리고 식물들을 심고 예쁜 돌들로 꾸미고 팻말까지 꽂아주는 등의 활

없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 유네스코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세계시민 교육이 생각

동들을 했다. 한여름에 했던

보다 너무 재밌고, 유익했다. 이 교육이 대중화되어 일반 수업하는 학생들도 들

활동들이라 정말 덥고 힘들었

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만 완성된 실내정원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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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뿌듯했다. 그러고 나서

천연비누 만들어 수익금을 전책 기부

우리는 천연농약을 만들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 년에 한 번 큰 축제를 한다. 이번 축제 때 뜻 깊은 활동을 무

농약이 식물에 나쁘다고 평소

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천연비누를 만들어 수익금을 전액 아이티 태풍으로 인

에 알고 있던 터라 식물에 해

한 피해현장 복구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학

롭지 않은 천연농약이 있다는

교에 남아 천연비누를 만들고,

사실이 조금 놀라웠다. 만드는

포장했다. 다행히도 서툰 솜씨

법도 간단해 직접 천연농약을

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누를 구

만들어 우리 학교 정원 곳곳에

매해 아이티 ‘매슈’ 피해현장에

뿌려주었다.

작은 도움이 된 것 같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처음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학생들

게 해야 할까요?

이 갖게 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중 캠페인과 사진전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알리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 전쟁, 환경 파

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을 알게되

괴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내는 사진을 전시하거나 태풍으로 힘들어하는

었다. 지구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에 대하여 알리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부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더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우리 연무중 유네스코 동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만들기 위해서는 켐페인 활동을 하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아리는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 전에는 지구촌의 문

인명피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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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제들에 대해 무심하던 저희들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부터 지구촌까지 관심
을 가지며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직접 도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다.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국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가라는 제한적인 공간을 극복해 지구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지구상에 살고 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아이티를 위한 기부 활동이 가장 성공적이었다.

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편견, 차별, 우대, 열등의식이

천연비누를 사면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니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세계시민의 정의에 걸맞게 전 지구촌

다 사가셨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이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

문제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성공요인은 비누를 많이 사게 만드는 것

다. 또한, 세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많이 사게 만들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노력하는 태도도 가지게 되었다.

붙이거나 사람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우리는 프로젝트를 계획할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람들이 흥미 있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어 하는 분야와 우리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접목시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프로젝트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이유는 시간 부족이었던 것 같다. 시간 상으로

도 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변화가 생

부족해 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 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겼다. 우리가 꾸준히 열었던 사진전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지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도 많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구촌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 축

있을 것 같다.

제 때 부스를 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천연 비누를
직접 제작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 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홍보를 하며
판매하였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액 아이티 홍수 피해 복구 기금에 기부
한다며 홍보하자 주변분들 께서 큰 관심을 보이시며 동참해 주셨다. 우리가 세
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겪게 된 변화가 주변 분들께서 세계시민으로 한 발
짝 다가서게 하기 위한 계기를 드린 것 같아 뿌듯하고 성취감이 느껴졌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작은 실천으로 바꾸는 세상이다.”
급식을 받았을 때 잔반을 줄여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는 등
작은 일이라도 개개인이 실천해 나가면 세상을 바꿀만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원연무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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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행중학교

Let's Live Together!
학교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44번길 36
지도교사
김현주 선생님, 정지연 선생님

학생구성원
홍준원, 이 휘, 문채연, 이서준, 오은별, 정유진, 최은호, 양서원
정재현, 신한서, 김학준, 박예지, 황보률, 박진헌, 김지우, 김소헌
김현진, 고현지, 정현우, 최은선, 김동연, 박솔지, 전 준, 홍준원
유은상, 김동우, 신채호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평화, 인권

본교가 위치한 시흥시는 다양한 문화를 갖고 사는 이주민 거주

•	2016 유네스코학교(시흥은행중학교) 주최 저개발국 및 다문화가정 돕기 기금 마련 행사를

민들이 비교적 많은 도시입니다. 이에 지역 곳곳에서 다른 문화

통해 저개발국가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을 갖고 있다면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더욱 커져 싸

겪었던 아픈 역사를 배우며 평화를 위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

움이 됩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여 세계화 시대에 다

고자 합니다.

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과 조화롭게 즐겁게 살며 하루하루

다문화

급변하는 세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소래산 등반 행사를 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기금을 전
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

•	다문화 선생님을 학교에 초청하여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였나요?

•	전교 학생이 참여하는 다문화 관련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개최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무엇보다 학생들이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 인권유린, 타문화 배척 및 테러와 전쟁 문제를 인식

•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다른 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고자 합니다.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

세계화

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부터 다

•	세계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세계 문제를 알리고자 자료를 준비하여 캠페인 활동을

른 이를 이해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자 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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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자 합니다.

벌일 예정입니다.
•	세계화 시대에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적, 역할 등을 소개하고 유
네스코학교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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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소래산 등반
5월 4일 전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소래산을 등반하면서 자발적인
기금모금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Let's Live Together’를 목표로 삼고 ‘나눔이 있는 삶’을 실천하고자 아프리카
저개발국 학생들의 문해교육을 돕기 위한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을 후원하였고
시흥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도왔습니다. 소래산 등반 행
사를 통해 본교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성숙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대에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적, 역할 등을 소개하
고, 시흥은행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유네스코학교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전교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베트남 문화 수업 및 음식 문화 체험
6월 17일에는 베트남 선생님과 함께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다문화 수업이 일환
으로 베트남 문화수업 및 베트남 음식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생님
과 함께 베트남의 문화·역사·교육·종교·의복 등과 같이 베트남에 대해 배

세계평화 아이스 티 판매

우고 간단한 베트남어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베트남 음식문화

6월 13~17일까지 일주일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체험으로 고기와 야채를 라이스 페이퍼로 말아 튀긴 ‘짜조’를 직접 조별로 만들

마음과 실천의 일환으로 ‘세계평화 아이스티’를 전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어 보고 먹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베트남

판매하였습니다. 아이스티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

문화를 체험하면서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문화와 평화롭게

회복을 돕고 전쟁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

공존하여 살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지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 이름
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캠페인 활동
6월 13~17일 1주일간 유네스코 학생들은 세계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
한 세계 문제를 알리고자 자료를 준비하여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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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북촌 생활사 박물관 역사체험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5월 13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북촌 생활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역사유적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지를 탐방하고 곡류 용구, 도량형 용구, 바느질 용구, 신발, 한복, 모자와 같은

•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생각이 더

생활유물 관찰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

깊어진 것 같고 다문화체험을 하여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어 세

졌습니다. 이 역사 체험에서는 특히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그룹 미션 수행을 통

계로 한발자국 더 나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해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과 조화, 협동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를 더 자세히 교육받고 직접 기부하는 활
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꼈고 마음이 더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	유네스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세계의 문화와 차이를 알게 되었고 또한 유
네스코의 다양한 활동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해서 좋았습니다.
•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
리나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기뻤고, SNS나 인터넷 기
사를 통해서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실시한 모금활동이나 아이스티 판매 활동을 통해 협동심이 많이 길
러진 것 같고, 직접 기금을 모금하여 기부를 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고 기쁜 마
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이 변화되었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및 생활사박물관 체험학습을 통해서 동아리 친구, 선배와도 더욱 친밀
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체험 및 기금 전달

•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계의 모습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내 주변에

9월 30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하여 교육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의

및 전시관람을 통해 일본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당한 일본군 ‘위안부’

변화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며 생각이 깊어지고 가족 모두 세계의 모습

에 대한 참혹한 과거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수요시위 활동과, 평화비제작과 관련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	가족들이 저와 함께 기부를 하게 되었고, 위안부 할머니의 동영상을 가족과 같

1학기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판매한 ‘평화 아이스티’ 판매 수익금을

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습

전달하면서 작지만 학생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소 작은 실천을

니다.

할 수 있었고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	변화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보고 들은 것을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
다. 저희 부모님께서 위안부 문제 등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하셨고 우리 가족도
역사에 대해 잘 알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소래산 등반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은행중학교 유네스코를 알리게 되었고 소
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
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하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퍼지고 퍼져서 더 많은 사람
들이 우리의 활동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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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	세계 평화 아이스티를 판매한 활동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기부할 수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잘 해 준 것 같습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조금 더 많은 프로젝트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

•	유네스코 전시 캠페인이 예상 외로 어려웠습니다. 모둠 활동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하는 프로젝트라 더 부담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
둠원간 협동하고 유네스코 부원들이 서로서로 도와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

금 더 유네스코에 대해 알고 같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프로젝트에는 우리 유네스코 부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전교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었던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아이스티를 판매하면서 돈을 얼마 모으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성공요인은 아무래도 시흥은행중 학생들이
유네스코 동아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기부정신을 갖고 있었
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뿌리이다.”
서로 자라고 자라면서 넓게 뻗어나가기 때문이다.
시흥은행중학교 황보률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꿈과 희망이다.”
이것으로 인해 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흥은행중학교 이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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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중학교

밝은 세상을 향해! 누리스코
학교주소
전북 고창군 무장면 왕제산로 713번지
지도교사
고기식 선생님, 김철강 선생님

학생구성원
장지호, 이승주, 이강산, 전지민, 이민영, 오준모, 김건우, 이현성
강해연, 김수민, 김태희, 김민형, 송지효, 문유진, 국혜린, 허자인
이범주, 김수아, 유성민, 강민성, 장정민, 김보배, 한서영, 강정윤
임세윤, 임도우, 민서은, 윤슬빈, 임다윤, 이채은, 이지윤, 정다혜
최수아, 김나영, 이수연, 김예진, 최한비, 강계현, 김지호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경’입니다. 학교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있나요?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환경보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

저희 학교가 위치해있는 ‘고창’은 2013년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

록 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역문화’

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고창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만큼

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선운산 도립공원, 람사르 습지, 고창 질마재 길을

깨끗한 청정지역으로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꾸고 보존해야 할 것인

답사하며 아름다운 고창을 더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

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때문에 제일 가

선적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점진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변화를

깝고 알리기 쉬운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해 호기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나’부터 ‘학

심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로, ‘학교’로부터 ‘지역사회’로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진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되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늘리고자 그들의 절실함을 널리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학교 내
에서는 급식으로 인해 남겨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아 심각한 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자신의 남긴 음식물이 지구 환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첫 번째로 ‘꿈꾸는 도서관 1촌 맺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머핀을 판매하거나 길

않을 것 같지만 그 음식물들이 점차 모이고 모이면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

거리 모금을 해서 기부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캄보디아

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의 음식물 쓰

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레기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 살리기 캠페인’을 할 것인
데 이 캠페인의 목적은 동아리원끼리 팀을 구성해 관련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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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거나, 숟가락을 나눠주며 음식을 남기지 말자고 유도하여 급식 잔반을 최소화시

영선중학교의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주제는 ‘인권’입니다. 당장의 오늘을 위해,

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인데 실제로 음식물 쓰

먹고 살기에 바빠 배움에 있어서는 작은 관심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

어린아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역고유문화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고인돌과 갯벌, 또 운곡 습지에 답사를 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

녀와 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가져, 우리의 고유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끼고

다. 왜냐하면 지식과 공부는 그들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르세이룩 중학교를 위한 ‘길거리 모금’ 활동

원은 학교 내에서 한·불 수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율적으로 조사하며 지식

1학기말 영선중학교 학생들은 캄보디아의 르세이룩 중학교의 도서관 유지 및

을 쌓는 시간을 가져습니다. 저희는 한·불 수교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관리 비용을 모금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길거리 모금을 하였습니다. 적은 돈이

제작하여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복도에 게시하였습니다.

지만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생각했던 시간보다 몇 시간을 더 활동
하였음에도 동아리원 모두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뿌듯했고, 감사한 하루

꿈꾸는 이들을 위하여, 머핀판매

를 보낼 수 있어서 기뻤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을

5월 9일, 캄보디아에 위치한 르세이룩 중학교 도서관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행복했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굣길에 머핀과 빵을 판매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만든 포스터를 활용하여 관심을 유발하였고, 르세이룩 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

아동노동 반대의 외침, 레드카드 캠페인

경을 알렸습니다.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인데 여건이 안돼서 꿈

6월 12일,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기념하고 아동노

조차 포기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더니 선뜻 기부

동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의 기부금에 담겨있는 진심이 캄보디

다. 레드카드에 아동노동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적고, 관련된 뱃지를 주

아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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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아동노동
의 실태를 전달하고, 설명을 들은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
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캠페인을 더 진심을 담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
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동노동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뜻 깊었고, 아동노동을 반
대하자는 강한 인상을 남겨준 거 같아 기뻤습니다.

동백나무 숲이 감싸 안은 천 년의 고찰 - 선운산 도립공원
5월 14일, 영선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의 선운산 도
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고창 지역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인해 더러워지는 도립
공원을 직접 치우며,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
여 보고 평소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도 성찰하며 각자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

프랑스와 함께한 길 130주년, 한·불수교 행사

졌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은 2016년 3월부터 12
월까지, ‘프랑스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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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 보전지역-람사르 습지

ECO 선서를 하며 관심을 끌어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환경문

6월 11일, 람사르 습지로 답사를 갔습니다. 하천 갯벌을 체험하였는데, 체험 장

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민하며 의미 있게 시간을 보

의 도구들로 조개나 갯지렁이를 캐보기도 하면서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

냈습니다.

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러한 소중한 생명들이 살 곳을 잃어간다는 점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또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생물권 보전지역-고창 질마재길/천체관측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실천 계획을 세웠던 소중한 시

6월 25일, 영선중학교 학생들 중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과 함께 고창 질마재길

간이었고, 어부의 수고로움 또한 느껴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을 걷고, 천체 관측을 하는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
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냄새, 풀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가족들과 여유롭게 걸으면서 이야기할 때면 힐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보았던 수많은 별들은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라 더욱 신기하고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자연의 향기, 신비로움 그리고 위
대함까지 느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유네스코 학교와의 화상통화
7월, 2학년 1반 학생들이 대표로 일본의 유네스코학교와 함께 화상통화를 하였
습니다. 서로 자신의 지역과 문화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상호 간의 교류를 활
발히 하였습니다.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일본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그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던 시간들로 저희 지역에 대해서도 더
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한 생물권

잔반 남기지 않기, 기아 문제 해결의 시작

보전 지역에도 더 많은

작년 5월부터 실시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기아 사태의 심각성

관심을 가지게 된 귀한

을 알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원들

시간이었습니다.

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잔반을 남기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
긴 피켓을 들고 숟가락을 직접 나눠주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
야기라고만 생각했던 환경문제 그리고 기아문제의 실태를 전달하며 오늘 급식
에 감사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환경의 날’ 부스운영
6월 3일, UN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주의를 높
이고, 실천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을 가지기 위하여 영선
중학교 학생들은 고창읍
성 앞 잔디광장에서 캠페
인을 벌였습니다. 포스터
와 같은 시각적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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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하여 프로젝트를 빠른 속도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

또한 유투브와 같이 여러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알릴 만한 게시물을 올리고 댓

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꾸 떠올리며 점점 심도

글을 통해 프로젝트를 알림과 동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소통을 바로할 수 있을

있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프로젝트를 즐기게 되었고, 성실히 참여할 수 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자꾸 용기 내는 제 모습이 보일 때, 세계시민으로
서 한 걸음 더 성장했다는 기쁨에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부터 달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져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성실해지도록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끌었습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집행하며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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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은 꿈꾸는 도서관을 지원해주기 위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실시한 모금활동이었습니다. 이 모금활동은 위의 조건을 잘 충족해 낼 수 있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걸친 결

군청이 주최했던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경 관련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과, 빵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모금활동을 하

촌 전체의 문제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

는 취지를 알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좋은 생각으로 흔쾌히 빵을 사갔습니다.

들과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대하

모금활동 후 정산을 해보니 예상했던 금액보다 좋은 결과를 냈고 별 우려 없이

여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환경을 보존할 수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도서관 지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어려웠던 점은 각자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잔반 줄이기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잔반 자체를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캠페인에서도, 꿈꾸는 도서관 지원 활동에서도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다 먹으면 소정의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에 이바지 할 수

하지만 선생님의 조언도 있었고, 부원들끼리의 협동심도 강해서 갈등을 빨리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부터 학생들의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지역

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레인보우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

프로젝트 중 일본의 유네스코학교와 화상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보다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가

유네스코학교와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서로의 지역, 학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변화하고 다른 사람

교 등을 이야기 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들을 변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대하여 협의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는 주민들에게

둘째로 후배들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직접 소통하며 저희 프로젝트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입학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잘 알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이

나갈지 협의하며 소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분들을 만나 그들의 자

런 상황에 다시 처할 수 있는 후배들을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생긴 여러 경험

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을 말해주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하여 저희는 현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우개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잡아주는 것처럼 청소년의 일에 편견 없이 잡아주기 때문이다
영선중학교 김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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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학교

Prevention of Child Abuse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지도교사
이지영 선생님, 이지은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윤지, 김성은, 정예원, 이지현
정지윤, 전수민, 이다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되어 있나요?

저희가 ‘Prevention of Child Abuse’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변화를 가져와야 할 가장 시

학생들은 학교와 집, 학원 등 어린이나 청소년이라는 명목 하에 항상

급한 문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주변에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기 마련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떤 어른들에게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학원에서는 학원 선생님 등 대부분의 시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방치나 무관심 또한 아동학

을 어른들과 함께 지내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을 보호해

대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자식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더 잘 대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아동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부모나 선생님

또한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했을 때 ‘간단한 체벌이겠지’ 하며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 주

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깊게 보아 신고를 하는 등의 실천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 인권이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도 그렇

보장되고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갈 청소년 세계시민들을 육성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고 1일 왕따 사건 또한 어른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에 놀라며 또한 피해자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와는 상관없어 보일지 몰라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지만 언제 어디

•	모든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합니다.

서 아동을 학대하는 어른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친

•	활동 전에는 사전조사, 준비물 확인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활동 후에는 감상문

부모에게까지 학대받는 실정이라 그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리고 우리가 자라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 또한 아동학대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라도 관심을 가지
고 홍보한다면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발견
하면 신고하거나 아동에게 더 관심을 가져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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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결과를 적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아동학대에 관한 유형들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 정책을 조사하여 그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학교와 그 밖의 사회에서도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아리 부원들이 나서서 그의 시발점을 제공합니다.

[ 프로젝트 실천하기 ]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아동학대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기 전 아동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

인권 분야의 ‘Prevenion of Child Abuse’라는 프로젝트는 저에게 사회에 관심

항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

을 가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해

생하고 있는 결과들에 대해 생각해보

보게 되었는데 그 중 아동 인권 사례가 가장 제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

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각합니다. 특정 대상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인 어
른들에게까지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 더욱 각인되었던 것 같
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조그마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문
제 해결의 발판이 된다는 것에 놀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 다양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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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획

를 진행하면서 나 스스로가 가지는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 결국에는 큰 변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 하루 빨리 아동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이 세상에 알려져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보고서 작성

생각하였습니다. 1년 동안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관한 해결책을 찾으

동아리 부원 전원이 Rainbow Project를 진행한 후 아동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작

려 노력했던 나와 동아리원들의 노력들이 이 사회에 널리 퍼져 변화를 이끌어

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보고서는 가해자의 유형에 따라 친부모와 양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그마한 관심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모,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장애아동, 학대 장소의 유형에 따라 보육원과 교육시

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 나누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의 정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례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원인과 사건 과정, 문제점 등으로 분

동아리 발표회인 ‘라온제나’를 통해 선생님들이 우리가 전시한 것들을 관람하려

석하고 학대 실태와 그에 대한 현재

오셨을 때 설명을 해드리려 노력하여 가족들에게도 아동학대에 대해 알리는 등

시행 정책 및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보

니다. 그리고 판넬을 제작하여 이에 관한 퀴즈를 내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고서를 작성하면서 Rainbow Project

이 꼭 읽어보시며 관심가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큰 논란이 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가 기대했던 변화는 지역사회의 모든 어린 아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

이들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어둡고 두려운 존재가 아닌 보호막이 되어주는 울타

었습니다.

리로 느껴지는 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관심과 홍보 등이 헛되
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

판넬 제작 및 전시

이 지속되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모

학교 동아리 발표회에 전시할 판넬을 제작하였습니다. 판넬은 보고서와 일지의

습을 기대해봅니다.

내용을 기반으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그에 대한 사례 및 분석,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정책을 비롯하여 각자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학교에서는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소통을 했습니다. 동아리 발표회에서
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판넬과 진행내용과 상황 등을 알리는 판넬을 제작하고
전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
져주셨고 학생들에게도 직접 설명을 해주는 등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더 많
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학교들과의 교
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 게시판에 이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의 노
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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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회의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학생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가 아닌 한 가지의 사례를 놓고 그 상황에
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며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
습니다. 그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할 홍보 활동을 진행하자는 해결책을 찾
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쉽게 사례들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해결책을 제
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
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학교들과의 많은 교류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
니다. 학생 워크샵에서만 만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신문에 우수 활동 학교들의 사례
들을 실어 서로의 활동들과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꿈과의 연결고리이다.”
지금부터 세계시민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세계시민이 될 수 있고
청소년 세계시민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진정한 시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영훈국제중학교 정지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을 하늘이다.”
지누구든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처럼
매력 있고 높은 하늘처럼 이 세상을 높은 곳까지 발전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영훈국제중학교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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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중학교

행복한 지구 만들기
학교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99
지도교사
윤소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새연, 이재훈, 윤정운, 김민욱
조성경, 윤소영, 김예진, 우예진
유소영, 김고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유네스코 동아리 안에서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고민하는 단계를 거쳐 우리가 무

우리 프로젝트 ‘행복한 지구 만들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환경 지키기, 우

엇을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였다. 동아리 회원들이 솔선하여 행동하고 포스터를

리문화유산 바로알기, 중국과의 학생문화 교류 사업, 네팔 및 아프리카 교육

직접 제작하여 붙이는 캠페인의 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점차 동아리 회원

후원 모금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및 문화

의 학급 친구, 선생님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유산을 제대로 알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이웃국가인 중국과

실천함으로써 학교를 변화시키고 가정과 지역사회에까지 환경, 세계화, 나눔에 대

의 학생 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이해하고 교류

한 의식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할 수 있는 문화 간 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성금 모금 활동으로 드림저금통으로 자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롭게 나눔을 실천해보도록 했다. 원봉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 나만의 양치컵 만들기 활동으로 물 아껴쓰기 실천하기

출발하여 전교생에게, 가정으로, 지역으로 확산되어 행복한 학교, 행복한 지

• 깨끗한 화장실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역, 행복한 나라, 행복한 지구촌이 되도록 의식의 전환을 꿈꾸며 작은 변화를

• 학교 급식 잔반 안남기기

꿈꾸고자 한다.

• 우리 문화유산 바로 알기 홍보 게시판 만들기
• 중국과의 학생교류 활동을 통한 문화 이해하기
• 나눔을 몸소 실천하기-성금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159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레인보우 프로젝트 로드맵 그리기
4월 1일. 1년 간의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 동아리 시간
에 모여 유네스코의 이념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실천계획을 마인드맵으로 나타
내보았다.

급식잔반 줄이기 캠페인
연중 수시. 우리 원봉 유네스코 동아리 회원이 주축이 되어 점심시간 급식실 앞
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은 학생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전
교생의 호응을 얻었다. 비록 사탕을 먹기 위해 다 급식을 다 먹은 학생도 있었지

유네스코 활동 홍보하기

만 환경을 위해 급식 잔반을 줄여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5월 25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였다.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임을 전교생에게 확인시키는 내용과 유네스코 실천
내용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팔 지진 돕기 성금 모금이 1위,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이 2위를 차지했다.

충북 지역 유네스코 연합 캠페인 참여
8월 12일. 청주시 철당간 앞에서 충북지역 유네스코 연합행사가 열려 우리 학교
회원 학생들과 참석하였다. 유네스코 체험부스 운영에 관한 선배들의 조언과 전
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원봉 유네스코 뉴스 게시판 운영
전교생에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알리고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 상황 홍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중교류학생 사업 - 중국 호북성 상양시 제4중학교 학생 방문단
5월 19~20일(2박 3일). 한중교류학생 사업으로 중국 호북성 상양시 제4중학교
학생 22명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환영행사와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함께 하며
우의를 다졌다. 오는 10월 14일에는 우리 학교 학생 22명이 중국 호북성을 방
문, 교류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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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원봉 화장실 문화개선 캠페인 활동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하

우리가 사는 지역을 돌아보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교내

였다고 생각하나요?

에서는 물 아껴쓰기와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급식잔반 줄이기 이벤트와 양치컵 사용하기 등의 활동을

치컵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고, 화장실에 좋은 문구를 이용한 예

진행하면서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유네스코 동아리 회원이 아닌

쁜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 화장실의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

다른 친구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는 데 기여하였다.

가장 작은 실천부터 실행에 옮기고, 나 하나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아리 시간이 지
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
가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한-중 학생 교류 활동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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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중국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였고, 중국 학생과 친분을 쌓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생각들을 공유하고 작은 것부터 몸소 실천하
는 것을 전교생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화장실에 물 아껴쓰기 포스터를 직접 그려 코
팅하여 붙이고, 화장실 문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붙이는

Dream 드림 저금통 모금 활동

활동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뿌듯했다. 이런 활동들을

10월 17~22일(일주일)

보고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학교 전체에 긍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롭게 아프리카 교육사업 및 네팔지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자 학급마다 드림저금통을 비치하여 성금모
금을 하였다. 기부금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축제 체험부스 운영(예정)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임을 홍보하기 위해 학기 초 유네스코학교 알리기 홍보활동을 전

12월 27일 예정. 학교축제 까막눈 카페를 열어 버블티를 만들어

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하고 난 수익금 전액을 유네스코위원회에

유네스코 게시판을 설치하여 유네스코 뉴스와 문화유산 소개 자료를 게시하여 전교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활동을 홍보하였다. 다만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중에 다문화 학생 돕기 활동과 다양한 외부 봉사활동을 해보
고 싶었는데,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웠고 다양
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열정을 교내로 돌
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애정
이 생기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어 우리도 한 뼘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
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우리 의지만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담당선생님의 도움과 전교생의 호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었으면 좋겠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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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촌중학교

온누리 환하게 월촌! 세계로 미래로!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1(목5동 909번지)
지도교사
이병준 선생님, 박철민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성아, 김민경, 손수민, 김유민, 단승연, 이채연
이윤재, 이형원, 이지민, 김찬희, 이유정, 신서현
장현아, 박 훤, 오은서, 최연우, 문예은, 장영훈
한서준, 김은우, 김민지, 조인경, 현유진, 박소현
윤송혜, 김민주, 오유진, 조연우, 유채린, 정인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문화에 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아리에서는 창경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지

궁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부터라도 지역고유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

만,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위 사람들에게 지역고유문화를 알리고 싶었다.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고유문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느낄

에게도 캠페인을 통하여 환경, 다문화, 인권, 지역문화에 대하여 알리고 많은 사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알리면서 지역 환경문제 및

람들이 위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국제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린다.
•	우리가 먼저 지역고유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
록 한다.
•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과 강의를 통해 인권의 정의와 종류를 알고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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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5월 11일 활동 - 창경궁 관람
창경궁을 둘러보며 우리 지역고유문화의 멋과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리 사전조사를 하여 창경궁 탐방계획을 세우고, 조별로 학습지를 채우는 알
찬 시간이었다. 평소에 이름만 알다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해 더
정확히 알았고 더 깊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8월 24일 유네스코와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글로벌 인카운터로 오신 송은미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다. 유네스
코의 목표와 활동분야, 특히 인권의 발달 과정과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교육
을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ESD,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정보
를 유네스코의 활동목표와 연
관시켜 잘 설명해주셨다. 유네

6월 8일 활동 - 진로와 국제기구의 역할

스코의 활동목표와 분야를 알

‘월드비전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나의 진로’라는 주제로 월드비전의 강안

았으니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

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국제기구에서의 여러 진로를 소개해주시고 진

행할 때에 그것에 걸맞는 목표

로 탐색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강의을 듣고 나니 월드비전의 정확한 위치와 역

와 태도를 가지고 진행해야겠

할을 알 수 있었고 국제기구로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있어서 더 넓은 시야를

다는 다짐을 했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0월 5일 활동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인권이라는 주제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
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 앞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약
자들의 인권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리는 편지를 쓰고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여 뜻깊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앞으
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보고 지속적인 관
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7월 13일(수) 활동 - KOICA 탐방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를 방문했다. 코이카가 대외무상원조기관으로서 하는
일과 중점분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코이카의 라오스, 파라과이 특별
전을 관람하면서 문화체험을 하고, 라오스의 전통 인사법, 파라과이의 전통 음
식과 옷 체험 등 직접 체험을 통해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역사나 국가의
이슈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자세히 몰랐던 새로운 곳의 국제문
화에 대해 알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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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10월 25일 활동 - EU goes to School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스웨덴에서 오신 안네 훼그룬드 대사의 강의를 들었다. 스웨덴의 문화나 복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지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이 속해 있는

처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는 세계시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EU(유럽 연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스웨덴이 그 속에서 하는 역할 등에 대한

할 지도 몰라 막막했다. 그러나 회장들끼리 많은 의논을 하고, 연 초에 계획한

설명 등 국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연간계획을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스스로가 세계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세계화와 다문화까지
시야를 넓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였고,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동아리 시간 틈틈이 난민문제, 탈북자 문제, IS 관련 테러문제 등 다양한 외교적
문제를 부원끼리 토론해보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 학교에는 ICU 동아리 전용 게시판이 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이라면
한 번씩 읽고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매년 게시판의 내용을 바꿔가며 학
생들에게 동아리에 대해 홍보하곤 한다. 올해 게시판에는 세계화와 지역고유문
화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
였다. 또한 12월 10일인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념하여 마지막 동아리 시간에는

10월 26일/11월 26일 캠페인 준비 및 활동

우리가 직접 만든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목동 번화가 앞에서 캠페인을

환경, 인권, 다문화를 주제로 캠페인 활동을 가졌다. 각 조별로 토론을 통해 주

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퀴즈도 내고, 상품도 주고, 구호를 외치고, 설문조사를

제를 정하고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논하였고 개인별로 역할을 나눠서 캠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다문화와 지역고

페인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했다.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

유문화,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웠던 내용들을 동원해 세 가지 주제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기대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우리 동아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위에 언급되
어 있듯이 매년 말 목동 번화가에서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의 관심
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
고, 그들에게 환경 문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면서 그
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매월 실시되는 동아리 활
동을 대비해 회장단과 담당 선생님은 그 때에 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했다. 활
동장소나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을 구하는 것,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활동
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더 나은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하지만, 활동 후 동아리 블로그에 많은 학생들의 참가
후기를 보고 보람을 느꼈으며 힘들 때마다 선생님의 격려와 후배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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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이 더 널
리,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의견을 내
고 구성원들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또 그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찾아 그를 실천하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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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돋보기이다.”
세계시민을 알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많았다.
또, 내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에 대하여 알게 되고 우리 주변의 인권문제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하여도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레인보우프로젝트를 통해 돋보기를 든 듯이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더 뜻 깊게 느껴졌다.
월촌중학교 최성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창문이다.”
3년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체험하고 실천하며
스스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에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새로운 세상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과 또 고쳐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나의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월촌중학교 김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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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중학교

환경과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
학교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
지도교사
김지은 선생님, 임영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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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	학교에서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분리수거 철저, 친환경 물건 사용하기 등 실질
적인 활동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

•	환경면에서는 평소 학교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한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바른 언어 사용하기, 대화로 해결하기, 차별하지 않

되지 않아 환경이 더러워지고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우리

기, 배려하고 존중하기 등 지속적인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엔 유명한 문화유산들이 많은데 우리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불

좀 더 바른 인권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어 환경 보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권면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환경 보존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분리수거 잘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개인
컵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활동(아침 등
교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 피켓 들고 홍보하기), 지역사회 환경보존 활동
(사능천, 사릉일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학생들이 좀 더 환경과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구 캠페인

변화의 시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환경과 인

• 헌 옷 모으기 및 분류 기증하기 - 학기별 1회 헌옷 분류작업 및 기부하기

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큰 변화라고 생각

• 유네스코의 날 행사 기획하고 참여하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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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존중 홍보 및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 - 바른 언어 사용하기, 친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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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환경과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
(생각나무로 그려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과 환경)
레인보우 세계시민반 학생들이 모둠 별로 모여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서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각종 캠페인 활동과
홍보 활동 등에 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변화의 시
작은 관심이며 환경과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갈 것
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
5월 11~13일까지 레인보우 세계시민 동아리반 학생들과 학생회 학생들 그리
고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바르고 고운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권 면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대방
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 및 캠페인 활동
유네스코 평화반과 함께 4월 8일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캠페인 활동
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학교 주변과 사능천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환경
보존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
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희망 가방 만들기
레인보우 세계시민반 친구들이 6월 10일 유네스코 평화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에 다니기 힘든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희망 가방
을 만들었다. 친구들의 정성 담긴 희망의 메시지가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잘 닿
기를 바라며 전세계 아동의 인권에 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리카 르완다 친구들 돕기 기금 마련 및 벼룩시장 활동
(체육대회는 뜨겁게, 마음은 따뜻하게, 르완다를 돕자!)
전교직원, 학부모, 학생회,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5월 26일 아프리카 르완다
돕기 기금 마련 및 벼룩시장 활동을 실시했다. 학생, 학부모, 전교직원이 한마
음으로 함께한 행사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많은 기금이 마련되어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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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친환경 비누 만들기(얼굴 깨끗, 환경 깨끗, 지구 깨끗)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10월 7일 레인보우 세계시민반 학생들이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보면서 환경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전의 중요성과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게되었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을 잘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겠다는 생

다. 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비누는 10월 21일 학교축제 드림희망가게 운영 시

각이 들었다. 또 인권의 의미에 대해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판매하여 수익금을 아프리카 교육지원 기금 마련에 기부하여, 인권과 환경을

처음엔 그저 그런 동아리 활동이려니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프로젝트 주제에 맞

동시에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조그마한 관심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나의 변
화가 가족, 친구, 학교, 사회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환경과
인권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고 세계시민이 되는 일이 그리 어렵고 멀지만 않다는 걸 깨달았다. 더 많은 사
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
고 평소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하
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가족들에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하니 칭찬도 해주셨다. 그리고 남이 힘
들어 할 때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다.”

아프리카 르완다 교육지원 기금 마련 및 드림희망가게 운영

선생님 : 우리가 캠페인 활동이나 벼룩시장 활동 등을 할 때 따뜻한 격려의 말

(축제는 열정으로, 마음은 사랑으로, 르완다를 돕자!)

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다. 선생님들이 인정해주셔서 더욱 뿌듯하고 더욱

1학기 르완다에 이어 10월 21일 학교축제 한울제 때에도 아프리카 교육지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기금 마련 드림희망가게를 운영하여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르완다 교육지원

가족 :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 좀 더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마음도 많아져

기금으로 유네스코에 기부할 예정이다.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내가 달라지니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흐
뭇해하고 친환경 비누와 희망 가방과 같은 결과물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셨다.
지역사회 : 솔직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벼룩시장 활동 등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셨고 지역 신문에 우리의 활동이 소개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기뻤다. 이런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많은 캠페인 등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였고 프로
젝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프로젝트와 관련해 교내를 중심으로 더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프
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고 특히 아프리카 르완다 돕기
활동을 통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사회에 우리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많
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교
나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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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환경을 생각하며 꾹 참고 만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었고 아프리카 르완다 돕기를 위한 벼룩시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

“교내 활동도 좋지만 여건이 된다면 외부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고 학교

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에서도 더욱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가 막막하고 평소에 많은 관심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뭐니뭐니해도 더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려웠다. 우리끼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에게 프로젝트를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여러

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다소 어려웠지만 막상 수행할 때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가 다같

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특히 아프리카 르완다 돕기를 위한 피켓 홍보 활동,

이 노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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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학급 홍보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협
조로 잘 진행이 된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테이프이다.”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진건중학교 홍은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돌다리이다.”
나를 희생함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건중학교 김동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무이다.”
내가 도움으로써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건중학교 한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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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중학교

함께 가꾸어 나가는 지역사회
학교주소
경기도 평택시 탄현1로 155
지도교사
최일호 선생님, 정다은 선생님

학생구성원
장규원, 조원창, 조경빈, 배준혁, 박지훈, 김민석, 이태웅, 황윤정
조민주, 한준희, 이연재, 조미란, 류호진, 김태주, 유현승, 황후인
오강현, 정 령, 추상윤, 염나영, 임하영, 주성용, 양하은, 임지환
김태풍, 조유진, 송민아, 강현진, 이정희, 이지원, 이여진, 이기주
정혜윤, 김태현안혜원, 최수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여 다문화를 더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장점을 알리고 매월

학교가 속해 있는 송탄지역은 외국인들을 많이 접할 수는 있으나 대다수의 학

셋째 주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 기쁜 마음과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었

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외국인들에게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며 서로 다른 문

습니다.

화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정화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서로 가지고 있었던 이질감을 줄이게 되고 외국인들은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학생들과 같이 돌아다니며 정화 활동을 하면서 송탄 지역에 대해 더 애착을 가
지게 되고 서로 친근한 관계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결실이었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지역 주변을 정화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 자신들
이 무심코 쓰레기를 버려왔던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오산 미군 공군 부대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작은 생각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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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6일

2016년 7월 16일

올해 처음하는 정화활동을 전교생에게 홍보하기 위해 자원자 130여 명이 참여

강한 비바람이 치는 토요일이었지만 유네스코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지역사

하여 유네스코 학생들과 오산미군부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인 송탄부근

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다짐을 다시 새로이 하면서 정화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서로 손에는 비닐장갑과 집게를 가지고 삼삼오오 모여

궂은 날씨에도 타국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의 책임감을 보면서 많

서 서로 완전한 의사 소통은 하지 못할지라도 제스쳐를 섞어서 활동을 하여 4

은 것을 깨닫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의 정화 활동이 지루하지 않고 뿌듯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학생들은 정화활동을 하다가 길거리에 심다만 꽃들이 있는 것을 발견
하고 꽃을 제대로 심어서 지역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데 일조하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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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5월 21일
봄인데도 뜨거웠던 토요일 유네스코 학생들이 오산미군부대 자원봉사자들과 정
화활동을 하다가 Jim아저씨가 직접 구운 쿠키를 나눠먹으며 서로 담소도 나누고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외국인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20일
거리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지역은 점점 깨끗해지고 주민들도 버리는 손이
부끄러운지 점점 쓰레기를 덜 버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폭염에 외국인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 정화활동을 위해 봉사하는데 주인인 우리들은 더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한다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6월 18일
한 달에 한 번 만나서하는 정화활동이지만 이제 어느덧 얼굴도 익숙해지고 서로
취미, 문화, 학교생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농담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
운 날씨에 힘든 정화활동에 전혀 어려움 느끼지 않고 유네스코 학생들은 자신들이
외국인들과 서슴없이 말하고 같이 활동하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정화 활동을 하면서 만난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유창하지는 않지만 말을 주고 받
으면서 어느덧 친해지고 한국의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며 시간가는 줄 모
르고 봉사활동을 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무뚝뚝하고 다소 무섭게 여겨졌
던 외국인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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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지역사회 정화활동을 할 때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야외에서 하는 정화활동이 주가 되다보니 폭염과 폭우일 때 활동이 어려웠

와 쓰레기 더미들을 보면서 타인이 버린 것을 주워야한다는, 다소 불공평한 일

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봉사를 해야해서 안전의 문제가 있었는데 봉사 전에 항

을 한다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매달 빠짐없이 타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오산미

상 사전교육을 하여 마실 물을 지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이 올 때는 서 있다

군부대 군인들을 보면서 봉사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기 되었습니다. 거리를

가 안전할 때 휴지를 주울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처음에 외

청소할 때 지역 주민들의 칭찬과 격려로 뿌듯한 한 해였고 정화활동을 하자 점

국인 자원봉사자들과 관계가 어색했는데 학생들에게 혼자서 다가가기 힘들면

점 더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나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2~3명이 같이 그룹을 지어서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미군부대 자원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가장 큰 생각의 변화는 지역의 외국인들

봉사자 팀에게도 학생들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니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대

을 보면 가깝게 지내고는 싶으나 고작 “Hello!”라는 인사정도만 하고 흘끔흘끔

화를 해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잘 협조해주셔서 친밀감과 공감을 잘 형성할

보아왔는데 정화활동을 통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연락처도 물

수 있었습니다.

어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
광객들과 직업을 위해서 머무는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우리 유네스코 회원들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따뜻하게 대해서 좋은 한국의 인상을 널리 펴리라 다짐해 볼 수 있는 한 해 였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습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인 활동과 전시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학교에 더욱 알릴 필요가 있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화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에 따른 소감문을 써

매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정화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태광중학교 학

보거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보

부모님들도 정화활동에 참여하였고 지역주민센터에서는 토요 행사일에 초대하

고 알린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캠페

여 점심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님
들 또한 매달 있는 세 번째 주 토요일 봉사 일정을 집안 일정과 겹치지 않게 조
율해 주셔서 학생들이 연초에 한 다짐을 잘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와 소통은 하지 못하였지만 매번 활
동 후 학교 홈페이지에 활동사진을 게시하여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께 알리
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소통을 위해서 전시회나 캠페인 활동 등을
한다면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내가 먼저 다가가면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외국인이나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나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더 가까워짐을 느끼기 때문이다.
태광중학교 장규원

172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포곡중학교

오색빛깔 배움과 실천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다!
학교주소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석성로 1176
지도교사
최명금 선생님, 김영선 선생님

학생구성원
장정윤, 이소윤, 배유진, 임예원, 홍소희, 최민서
전유진, 정가연, 채수범, 공윤지, 김선우, 김승연
권유진, 김예나, 박세교, 노윤아, 이혜민, 장민준
강민숙, 김선우, 주호진, 전지원, 이채연, 김샛별
정윤화, 양다연, 장정윤, 이소윤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본교 1학년은 학교 텃밭을 이용한 생태교육을, 2학년은 ‘욕을 삽니다’ 프로그
램을 이용한 바른 언어사용 교육을, 3학년은 배움을 통한 꿈 실현 진로교육을
중점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평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도덕교과와 연계하여 실천 계획을 모색하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인권 및 평화와 관련해서는 용인정신병원과 연계하고 경기도복지학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필통(Feel通)’이라는 동아리와 합동으로 가정 및 아동폭
력 추방 거리 캠페인을 하기로 하였으며,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본교에 아직은
소수지만 다문화가정이 있어 그들과 함께 다문화 음식 만들기 활동을 하여 친
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친
 구와의 우정을 지속시켜주기 위해 사랑의 우편배달부가 되어 사과
및 우정편지를 전달해 준다.
•학
 교폭력 및 따돌림은 절대 하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주
변을 관찰한다.
•독
 도는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린다.
•인
 권의 역사 발자취를 알고 복도에 전시하여 알린다.
•양
 파실험 등을 통해 욕설의 부작용을 알리고,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
인을 한다.
•다
 문화 문제에 대한 비주얼씽킹 활동을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살고, 지식 수업 위
주의 현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연계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의 한 고장이며 우리 모두는 세계시민이라는
인식하에 전 지구적인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

•다
 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는 캠페인을 한다.
•폐
 품(우유갑, PET병)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르 한다.
•화
 분 가꾸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 및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지
 역사회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지구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임을 깨
닫고 지역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겠다. 대표적인 세계시민의식으로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지역고유문화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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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갑 재활용하여 씨앗심기

자리기를 기원했다. 이 싹들이 자라면 학교 화단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겠지?

4월 13일 식목행사로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전교생의 우유갑을 모아 금잔화

아침 등교 할 때도, 점심시간 놀 때도 나도 모르게 화단으로 달려가 새싹들이 잘

씨앗을 심는 재활용 화분 만들기를 하였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자라는지 보게 된다. 어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지구 환경오염 문제도 줄이고, 나중에 싹이 트면 학교 화단에 옮겨 심어 생태교
육으로도 실천할 계획이다. 1, 2, 3학년 유네스코 레인보우 회원 전체가 단합을

우리가 심은 금잔화가 피었습니다~

한 날이기도 하다.

우유갑에 씨를 뿌리고 교실에서 물을 주며 가꾸고, 싹이 터서 화단에 옮겨 심어
주고, 화단을 매일 가서 물을 주고, 방학 때도 나와 살펴보기를 120일 가량이
지나고 드디어 그토록 보고싶었던 금잔화 꽃이 피었다. 우리들은 생명의 경이로
움과 우리의 정성으로
피어난 금잔화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모두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
었다.

다문화? 뭐가 문젠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모습과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점 및 원인, 해결

우유갑 화분으로 효 실천하기

방안에 대한 신문자료

4월 28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동아리가

를 스크랩하여 읽고,

우유갑을 재활용하여 심은 금잔화 화분

비주얼씽킹으로 표현

을 전교생에게 1인 1갑씩 나누어 주었

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다. 5월 8일 어버이날의 선물로 부모님

(4월 21일). 활동 후 작

께 사랑의 편지쓰기도 함께하며 집으로

품은 학교 중앙현과에

가져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관찰일

게시하여 전교생 대상

지를 쓰도록 하였다. 꽃이 피면 학교로

캠페인 활동도 하였다.

관찰일지를 가지고 와 제출하면 프로젝
트를 완성하는 것인데, 우수보고서 제출
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주기도 했다.

다문화 음식 만들어 먹기
학교 화단 가꾸기 생태교육

다문화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음식 만들어 먹기 활

4월 13일 날 심은 우유갑 활용 화분의 금잔화 싹을 학교 화단에 옮겨 심어 주었

동을 하였다. 모둠별 선정한 나라의 음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다양한 특징도

다(6월 16일). 땅의 기운과 바람, 산소, 그리고 우리들이 주는 물을 먹으며 쑥쑥

조사하여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둠별 만든 음식은 서로 나눠 먹으
며 정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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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점심 캠페인
아침 맞이 캠페인에 이어 점심시간에도 필통(Feel通) 자율동아리와 용인시 건강

서 다문화 사회에서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해주셨다. 카드게임

진흥센터, 교육복지사와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 및 친구와 함께 우정의 컵 만들

을 통해 서로 다른 규칙을 갖고 있을 때 소통되지 못하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우

기를 하였다. 전교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컵제작과 함께 자기존중, 타인존중에

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고통을 간접 경험해 보았다. 작은 관심과 배려로 소통하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 다문화 사회의 소통방법
9월 26일 유네스코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하셔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 시험응원 캠페인
아침 맞이 생명존중 캠페인

10월 5일 자유학기제로 1학년 학생들이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 관계로 2, 3학년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해 용인시 정신건강진흥센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맞이 시험 응원 캠페인을 했다. 등교하는 선배님들

와 협력하여 9월 21일 아침 맞이 등굣길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활동 전 유네스

에게 우리들이 미리 준비한 사랑의 사탕을 나눠주며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

코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할 문구를 캘리그라피 활동으로 창작

기를 기원했다.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되어 좋았다.

하며 스스로도 생명존중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한 디자인은
배지로 제작하여 캠페인 시 전교생에게 나눠주고, 교복이나 가방에 달아 홍보의
효과를 꾀하였다.

독도 알리기 플래시 몹, ‘우리 땅! 독도!!’
자유학기제를 맞은 1학년 학생들과 독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
고, 독도 모형 및 독도 생태계 알림판 만들기를 통해 교내 캠페인을 하였으며,
10월 26일 학교 축제에도 참여하여 독도 플래시몹 공연을 통해 전교생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전교생이 하나 되어 부른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흥겨움을 넘어 애국심마저도 느끼게 하였다.

독도 알리기 플래시 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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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변화되기를 촉구하면 마을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활동이 될 수 있어 더 많은 사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를 오가며 보게 되
는 들꽃과 학교의 화단에 핀 여러 꽃들과 나무에 관심이 갔다. 예전에는 이곳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에 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했었는데, 유네스코 레인보우 동아리 활동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지구공동체가 지속가능 발전을

며칠에 걸쳐 전교생이 먹은 우유갑을 수거하는데 각 반에서 씻어서 말려주어서

위한 나의 생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생각보다 걷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유네스코 레인보우 동아리가 모여 그

그리고 우유갑을 재활용하여 우리가 직접 흙을 담고 씨를 심어 200여일 동안

수많은 우유갑에 흙을 담고 금잔화 씨앗을 심는 것은 많이 힘들었다. 특히 우유

새싹에서 꽃이 피도록 돌보면서 ‘생명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구나’ 하

갑에서 자란 새싹을 학교 화단에 옮겨 심은 후 너무 더운 날씨 탓에 물을 자주

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전교생에게 우유갑 화분을 나눠주며 집에 가서 잘 키

줘야 했다. 이침 등교 후,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주 물을 주는 것

우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젠 정말 내가 환경의 작은 생명까

도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당시는 너무 어린 새싹이 죽을까봐 책임감

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을 갖고 스스로 화단에 자주 나가보고, 방학 때도 학교에 나와 금잔화에 물을

또한, 생명존중 캠페인을 통해 나 자신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나를 길러 준

주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교 화단에는 아름다운 노란 금잔화가 가득 필 수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의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있었다.

주고 싶었고,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아침 맞이 생명존중 캠페인을 펼쳤다. 우

이렇게 금잔화가 필 수 있도록 도운 우리들의 행동의 원동력은 자발성이었다.

리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뱃지도 나눠주면서 우리 포곡중 전체 학생들의

스스로 식물에 대한 생명의 경이로움을 갖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마음이

생명은 무척 소중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금잔화를 피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타인까지도 존중하는 마
음이 생겼고,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우리 포곡중학교 유네스코 레인보우 동아리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더욱

전교생에게 나눠 준 뱃지를 교복이나 가방에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우리들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을 다루고 싶다. 보존

의 정성이 통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유갑 화분을 어버이날 선물로 전교생에게 1

해야 될 가치가 있는, 훼손되어가는 문화재 보호 영역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인 1갑 주었더니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리고 정성을 다해 가족이 다 같이 키웠다

와 함께하는 유네스코 동아리가 되고 싶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유네

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들의 우유갑 재활용 씨앗심기는 학교

스코 교사가 있다면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화단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용인시 건강진흥센터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건강진흥센터에서 월 1회 학교로 오셔서 생명존중 캘리그라피, 행복한 학교생
활을 위한 음식 테라피, 자살예방 교육, 우리들이 만든 생면존중 피켓과 뱃지를
통한 교내 생명존중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외부형 캠페인으로는
삼성전자가 주관하고 용인시가 후원하여 열린 ‘2016 용인시 나눔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용인시민들에게 생명존중 캠페인을 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우리들의 힘으로 개선하거나, 지역 캠페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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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43
지도교사
박지현 선생님, 이은파 선생님, 안현정 선생님, 김혜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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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중학교

학생구성원
전세린, 이루미, 강주희, 류인선, 송서현, 이지원, 전유경, 강민서
고아라, 김희진, 홍은빈, 구민정, 이가은, 임지수, 조유진, 설세린
전세린, 김지수, 김채원, 노현경, 이예빈, 남기학, 민건영, 방윤상
백승욱, 선승혜, 송정헌, 신민형, 유지현, 이진규, 임서현, 정유진
조경준, 최다현, 최윤하, 한 을, 허가림, 홍금주, 황규원, 황지우
김다은, 김유나, 김채연, 이루미, 민 주, 박시연, 박채연, 송승아
유하영, 이주영, 장혜원, 최수인, 김예진, 박민선, 박서연, 이수현
김인경, 박정현, 전리빈, 최아영, 김수진, 이규영, 이시향, 이채원
김시은, 한연주, 김가윤, 김보경, 김선재, 김소은, 김지성, 임서희
이의석, 우지윤, 조성빈, 황지현, 김민지, 백수민, 서아현, 김세운
전수린, 김영현, 노진우, 육미선, 이혜진, 전리빈, 유가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들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널리 홍보되어 로컬푸드 소비가 촉진되고, 아파트 베란

있나요?

다나 옥상을 이용한 채소밭이나 화단 만들기에 보다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학교에서 시작된 활동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일부 활동(파머스마켓 & 아나바

하였다.

다 장터)은 지역 주민이 동참하도록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게릴라 가드닝을 통한 주변 환경 개선

월별 세계시민 프로젝트

• 에너지 절약 앞장서기

지구촌 불끄기의 날, 지구의 날, 세계 가정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세계 사막화

• 잔반 없애기

방지의 날, 세계 식량의 날, UN 평화의 날 등의 기념일 행사 활동을 통해 세

• 인권 수호를 위한 작은 노력 시도하기

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에 변

• 옥상텃밭 가꾸기

화의 물결을 만들고자 하였다.

• 지역과 함께하는 파머스마켓 운영하기
• 전교생 참여 아나바다 장터 열기

도시농부 프로젝트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구환경 보호 및 유지를 위한 논리적 사고
와 비판적 사고를 신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홍보 및 실천 활동을 통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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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구촌 불끄기 Earth Hour 캠페인 활동

세계 가정의 날 캠페인 및 프로젝트

2016학년도 첫 번째 프로젝트로 3월 7~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지구촌 불끄

5월 15일 세계 가정의 날을 홍보하고, 가족과 친구,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

기 행사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과 플래시몹을 기획하고 공연하였다. 매일 1~2

사를 표현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러브 액추얼리’ 활동

시간씩 방과후 시간에 모여, 3학년 학생들이 팀장이 되어 4개의 팀으로 구성,

에 동참하도록 하여 감사하고 싶은 이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매일 힘든 연습 시간을 견뎌냈으며, 행사 당일 등교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이러한 활동으로 감사의 글을 작은 화이트보드에 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동

학교 현관 및 급식실 앞에서 공연하였고, 방과 후엔 첫마을을 2개의 코스로 나

영상으로 엮어 2~4층 스마트카페와 비디오월에 게시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학

눠 거리를 돌면서 지구촌 불끄기 행사를 알리는 데 힘썼다. 캠페인 후엔 불끄기

교를 방문하는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인증샷을 모아 전시회도 가짐으로써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격려하고 배우고
자 노력했다.

옥상 텃밭 가꾸기
3월 옥상 텃밭 갈이부터 시작하여 참외, 고추, 감자, 토란, 가지, 토마토 등을 심
어 가꾸기 활동을 하였다. 매주 1~2차례 옥상에 올라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
는 등의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지지대 세우기, 가지치기 등의 일을 하면서 생명

지구의 날 캠페인활동

의 소중함을 배웠고, 수확한 채소를 가정으로 가져가 먹기도 하면서 노동 후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22일까지 3주간에 걸쳐 점심시간과 방

즐거움과 신선한 로컬푸드의 맛에 빠져들었다.

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지구의 날 행사 준비를 하였다. 행사 주요 활동으로 게릴
라 가드닝/재활용 화분 만들어 보급하기/수익금 기부활동/ 생명존중을 위한 야
생화 기르기 등이 있었다. 특히 재활용 화분 만들기를 위해 동아리 학생들은 재
활용 할 수 있는 페트병을 수거하고 화분을 만들었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
구의 날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구의 날 학급별 낱
말 퀴즈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날의 수익금 200,000원은 파머스마켓 행사
수익금과 함께 유네스코 아프리카 브리짓 사업에 기부하는 즐거움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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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 및 파머스마켓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여름 방학 전날인 7월 19일 1~4시까지 아나바다 장터 마당과 파머스마켓을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열었다. 한 학기동안 열심히 옥상에서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여 포장하고, 홍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나 혼자가 아닌 친구,

하는 등 생산자와 유통자의 입장이 되어 열심히 우리의 로컬푸드를 홍보하고,

가족, 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하고

판매하였다. 여기에 자신은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사용할 수 있는

실행하는 등 실천하고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자부한다.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활동도 병행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남겼으며, 수익
금 전액 모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여 아프리카 학생들의 교육과 환경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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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처음엔 단순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주변의 학생, 선생님, 지역 주민
들이 세계의 날 행사 캠페인이 지속되면서 차츰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13개 학교 연합 세계인권 수호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파머스마켓 및 아나바다
장터에는 지역 주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홍보하는 등 소통과 동
참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세계인권수호 다짐대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2016년 7월 21일 본교에서 세종시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인권 수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각 학교별로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페트병을 모으고 재활용 화분을 만드는 작업은 인내심

운영해 온 유네스코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초,중,고 13개교 학

과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하루나 이틀 정도의 활동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

생들이 한 달여간 만들어 온 인권 수호 다짐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선포하는

여하고 즐길 수 있지만 1주 이상의 활동은 지속적인 동참이 어려웠다. 하지만

선포식도 함께 가짐으로써 인권의 문제를 우리 주변에서부터 찾고 모두가 함께

힘든 시간이 지나 재활용 화분에 야생화를 심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판매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하는 행사 활동과 그 후에 남은 수익금 기부활동은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다주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개방하고, 행사를 알리는 학급

잔반 ZERO 캠페인

별 퀴즈 대항전과 홍보 리플릿 게시 등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로 정하여 잔반으로 인한 음식물 낭비, 쓰레기 줄이기
를 통한 환경개선에 앞장섰다. 이 활동은 홍보팀,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생들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게 스티커를 부여하는 팀, 스티커를 모으고 통계 내는 팀, 잔반 몰아주는 학생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이 없는지 조용히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팀으로 나눠 운영했다. 학급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별로 잔반 ZERO 스티커 통계를 내고, 학기말 우수 참여 학급에게 시상을 하고

같은 지역에 속한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유네스코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함

있다. 시상품은 피자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께 진행하는 활동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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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있나요?

다채로운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함안군 가야읍은 15,000년 전 철기문화를 찬란하

그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연꽃씨앗이 700년만에 개화하여 생명의 신비로움을 널

게 꽃피웠던 아라가야의 고도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우리 고장 말이산 고분

리 알렸던 아라 홍련의 고장이기도 하다. 또한 교내 ‘푸르미’ 환경동아리와 연합하

군은 가야고분군 중에서도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높은 고분군으

여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록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우선 등재목록으로 올라와 있다.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으로 이어져 궁극

더구나 2015년 고분군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무분별한 정비 사업으로

적으로는 우리 것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키워나고 싶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인해 오히려 고분이 훼손되는 등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 어느 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가야지역의 우수한 철기문화는 신라, 백제, 고구
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통해 가야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말이산 고분군 유네

당했던 훌륭한 한 축이었던 고대 가야문화에 대해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좋

스코 등재를 위한 활동이다. 즉, 고분군을 홍보하기 위한 고분 캐릭터 만들기, 고분

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군 알리기 캠페인, 고분군 정화 봉사활동, 고분신문 만들기, 교내 축제 기간에 고분
군 알리기 부스 운영의 활동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고분군을 보존하기 위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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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경 부문이다. 환경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까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과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말이산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정

직접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에코백을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환경에 관한 실천 운동

식 등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리고 페이스북 등

을 하고자 한다.

고분 옆 학교 고분군 홍보캐릭터 만들기

우리는 말이산 고분군 정화 활동 원정대

6월 27일(월) 교내 도서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모여 고분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

특별한 일정이 없는 매주 월요일마다 고분 정화 활동을 하러 다니는 원정대가

캐릭터를 디자인하였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워했지만 유네스코에 말이산

되었다. 아침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걸어 다니며 고분에 쓰레기

고분군이 꼭 등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홍보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도서

를 줍고 다녔다.

관 복도에 전시하였다.

고분 옆 학교 고분군 홍보 팸플릿 만들기

말이산 고분군 홍보 피규어 제작

8월 29일(월) 교내 도서관에서 지난 번 프로젝트에 이어서 고분군을 알리기 위

9월 19일 세계시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김에 우리도 고분

한 홍보 팸플릿을 만들었다. 지난 번 프로젝트에 이어서 하는 활동이라 조금은

군 피규어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들어진 피규어는 도서관 앞에 전시하

덜 부담스러웠다. 유네스코에 말이산 고분군이 등재되기 위한 홍보 팸플릿을

고 다른 친구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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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만들어 교내 각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초록학교 만들기 분리수거 캠페인

자원 재활용 교육

9월 2일(금) 동아리 시간에 푸르미 동아리와 연합하여 학교 주변 쓰레기를 줍

10월 10일(월) 세계시민교육주간2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고 각종 쓰레기를 모아서

있는 자원 재활용 교육

분리수거하자는 캠페인

을 도서관에서 하였다. 그

활동을 하였다. 청소시간

동안 우리가 무수히 버린

에는 각 반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다고 생각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했고 재활용을 더 철저히

있도록 알리는 활동을 하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였다.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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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계획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변화가 일

성공적인 것은 고분 정화 활동을 정말 주기적으로 잘 다녀온 것이다. 많이 깨끗

어나고 바뀔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일단 세부 계획을

해지고 주변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연시 되었던 고분이

세울 때 실천 가능한 것들로 세우려고 노력했고 프로젝트에 맞춰서 열심히 활

왜 소중한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동하며 자신감이 생기고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

어려웠던 것은 다른 동아리와 함께한 <초록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푸르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 환경동아리 친구들은 농작물을 관리한다고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고 함께

많은 친구들이 더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분리수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레인보우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하기 전에는 우리 또한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도 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바뀌었고,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학교에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도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이 더욱 많

프로젝트를 할 때 솔직히 어려운 점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격려해주시

아진 것 같다.

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소한 팁을 주시는 점이 감사했다. 그리고 활동에 있어

특히 고분 정화 활동과 함께 고분 알리미 활동을 함께 했는데 이는 고분 주변

서 지원을 해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 고분 정화 활

으로 다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분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존해야하는 이유를

동과 알리미 활동을 하러 갈 때 반겨주신 지역 주민분들도 감사했다. 처음에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고분 정화 활동으로 쓰레기를 치우며 다

낯설고 어색했는데 하다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니니 더러웠던 곳도 점점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
각이 들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
고 실천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
고 주기적으로 다른 지역사회 관공서라든
지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만나는 횟수
도 늘려서 활동을 해야겠다. 더 다양한 방
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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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게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함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내가 자란 곳

있나요?

을 평범하게 여기고 함창이 어떤 특별함을 지녔는지 잘 모른다. 함창에 마을미

함창지역은 한때 2만 명이 넘는 읍단위 농촌지역이었지만 현재는 6천명으로 인

술이 설치되어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청소년 도슨트 활동을 통

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많

해 우리 지역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함창을 다른 지역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애

아 지역의 활기가 모자랐는데,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마을미술

향심을 북돋을 것이다. 또한, 함창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고 싶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함창 마을 곳곳에 미술작품이 전시되

전국에 수많은 벽화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잘 홍보가 된 곳은 전국 각지에서

고, 아트로드투어를 하는 관광객이 생기면서 지역의 활기가 다시 찾아오기 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함창은 과거에 큰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인구가 줄어

작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주변사람들도 많이 알지 못하고 관광객

들어 활기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함창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함

의 숫자도 극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홍보하여

창 마을미술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함창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

지역의 활기를 북돋기 위해 우리들이 나서게 되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함창의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

‘함창 청소년 도슨트 100’은 함창중학교 학생들이 모두 함창마을미술의 도슨

하다. 문화유산을 왜 지켜야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

트가 되는 것이다. 함창중학교 학생들이 130여명 되는데 대부분이 마을미술

의 도움을 받아 문화유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역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함창에 특색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

할 것이다. 함창마을미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이기

다.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함창중학교 학생들이 함창에 대한 애향심을

때문에 사무국과 연계된 활동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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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창 마을미술 공부하기. 함창 마을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
문에 마을미술을 배워야 한다. 함창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무국에 연락을 취해

1. 유네스코 학교의 이해
문화유산 퀴즈대회

도슨트 선생님과 함께 아트로드투어를 하면서 함창 어느 곳에 마을미술이 있

2016년 10월 11일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대한 퀴즈대회를 진행진행했다.

는지,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하는 협동미술은 무엇인지 배울

사전에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퀴즈대회

것이다.

를 실시하였다.

•	함창 마을미술 보호하기.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함창 마을미술 주
변 환경정화 활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함창 곳곳에 미술작품이 있기 때문
에 자주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활동을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	협동미술하기. 작가들이 만들어 준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을미술을
꾸미는 데 협조하기 위해 협동미술을 계획하였다. 사무국을 통해 협동미술을
위해 작가분들을 만나기로 하였고, 같이 만들고 전시하기로 하였다.
•	다른 지역에 홍보하기. 상주 시내, 점촌 지역의 사람들도 함창 마을미술에 대
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홍보를 할 것이다. 부모님이나 친구들
과 함께 아트로드투어를 하고 우리가 직접 미술작품들을 설명해 줄 계획이다.

유네스코 퀴즈대회
2016년 10월 11일 우리나라와 세계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문
제를 풀었고, 중간에 다문화에 대한 문제도 풀었다.

국제이해교육
2016년 10월 6일 서울에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방문하
여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실시했다. 사전
에 연락을 취해 의제를 정하고 대표 국가
를 정하였으며 토론 내용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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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마을미술 교육

함창지역은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 마을 곳곳에 미술작품이 전시
중이다. 사무국과 연락하여 아트로드투어를 진행하여 마을미술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애향심을 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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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창 도슨트 100

2016년 10월 6일 국제이해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따라 유네스코 이념을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국제여권을 만들고 평화에 관한 카드를
제작했다.

세계문화유산 모형만들기
2016년 5월 27일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콜로세움 등 서양의 세계문화유산 모
형을 배우고 모형으로 직접 제작해보았다.

함창마을미술 환경정화활동
아트로드투어와 함께 함창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작품들이 전시된 곳 주변을 돌
아다니며 환경정화활동을 했다.

세계문화유산 모형만들기
2016년 10월 11일 천안문, 마추픽추, 만리장성, 타지마할 등 아시아와 아메리
카의 세계문화유산을 배우고 모형을 만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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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협동미술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사무국과 협동미술을 진행했다. 미술작가들이 학교로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미술작품을 만들고 마을 곳곳에 전시했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커졌다. 함창지역은 노인들만 사는 재
미없는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아트로드투어를 하고,
협동미술을 하면서 함창이 예쁜 곳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마을미
술을 구경하면서 함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함창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홍보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함창지역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내가 살
고 있는 지역을 꼼꼼히 살피게 되었고,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학생인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함창지역을 자주 돌아다니면 미술활동을 하다 보니 주변 이웃
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이제는 길을 지나다보면 인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
다.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내가 함창사람이라는 소속감과 책임감
을 느끼게 되었다.

마을미술 홍보하기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마을미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내에서 아트로드투어를 진행하였고, 친구들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선생님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사무국과 함께 11월 26일(토) 함창마을미술 퍼레

우리가 함창에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학교, 선생님, 가족들도 함창에 대해

이드를 진행하기로 추진했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함창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2014년에 시작하
여 아직 오래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서
도 모르는 분도 계셨고, 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계셨다. 하지만 우리가 협동미술
을 하고, 마을미술을 홍보하면서 선생님, 부모님들도 알게 되었다. 가까이에 있
어도 아트로드투어도 하지 못한 선생님, 이웃들이 많았는데 아트로드투어를 하
는 사람이 많이 늘었고, 마을미술 작품들도 많이 늘어났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함창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청소년 도슨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무국과
소통하였다. 사무국에서는 도슨트 선생님을 소개시켜주어 마을미술 아트로드
투어를 가이드해주셨고, 협동미술을 위해 작가분들과 연결시켜 주셨다. 그 밖
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사무국과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을미
술을 홍보하기 위해 함창 지역주민과도 자주 만났다. 특히 5일장인 함창전통시
장에 자주 가서 사진을 찍고 협동미술 전시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함창 지역
주민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아직 함창의 예술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프
로젝트를 홍보하는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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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처음에는 우리끼리 함창을 알리자는 목적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지 못하였다. 우리끼리 생각한 것은 SNS나 블로그를 통한 홍보 정도였다. 다행

‘함창 청소년 도슨트 100’ 프로젝트는 함창중학교 학생들이 지역 문화에 대한

히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무국과 연락이 닿게 되어 도슨트에 대해 배우기도 하

전문가가 되어 문화를 보호하고 홍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프로젝트를 통해 함창

였고, 협동미술을 할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우리의 첫 계획보다 더 구체적이게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배우고, 청소하고, 홍보하였고, 사무국과 협동미술을 하기

되고 규모가 커졌지만 유네스코 선생님과 미술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무국

도 하여 학생들이 함창 마을미술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홍

에서 도와주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보가 많이 부족하여 기대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을미술을 찾아오지는 않는다. 아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니 협동미술과 도슨트 공부 등이 늘어서 어려움을 겪기

직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빌려 마을미술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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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도 했다. 다들 미술실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미술을 할 때 무엇을 해
야할지 막막했는데, 미술선생님과 작가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몇 주에 걸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협동미술도 잘 할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시골사람이다.”
시골사람이라도 세계시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함창중학교 권두홍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자유인이다.”
어떤 국가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함창중학교 김인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착 한사람이다.”
세계시민이 되려면 존중과 배려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함창중학교 김세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목표이다.”
세계시민을 배우고 나니 세계시민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함창중학교 오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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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중학교

I LOVE HAEMI, We LOVE YOU!
학교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 2로 93
지도교사
서왕원 선생님, 이샛별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소연, 고건희, 조경서, 곽교영, 남돟현, 안하영
김희수, 이영노, 이효주, 박현무, 이창재, 이만재
한윤구, 박병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강요하지 말기)

학교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환경을 정화한다면 공생

• 나의 작은 변화가 곧 공동체가 움직이는 힘이다.

의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이해한다.

이를 계기로 학교의 문화,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무슨 일이든 즐겁게 임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첫 번째로는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하였
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텃밭 가꾸기, 학급 환경 개선, 우리가 디자인하고 홍
보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주변에 대한 관
심을 가진 이후 우리 고장 및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고장
문화지도 만들기 공모전, 걸어서 찾는 우리고장 문화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한일교사들의 상호
방문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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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첫단추,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4월 8일, 동아리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학교에 필요한 활동,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외로 학생
들은 학교의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고 지역 문화 유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장 역사 인물 지도 등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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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다른 학생들 작품을 보고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우수 작품들은 12월에 열릴 ‘해룡제’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학교 [환경개선 및 동아리 활동]
6월달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위한 현수막, 명함,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였습
니다. 비즈하우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공된 툴로 학생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 실물이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긍

방과후 활동, ‘걸어서 찾는 우리고장 문화재’ [지역문화]

지를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4월 12일,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걸어서 찾는 우리 고장 문화
재’라는 주제로 지역문화재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서산의 지역명소 해미읍성과
성지순례길, 벚꽃이 가득한 천변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과 역
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꿈동산 학교 텃밭 가꾸기 [환경개선]
4월부터 학교 4H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학교의 화단 및 공터를 텃밭으로 가꾸
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꽃, 밭작물, 나무 등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지역 사랑 문화지도 공모전! [지역문화]

신비로움을 느껴보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5월 행사로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사랑 문화지도 공모전을 개최하였습
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출품작을 제출했는데, 그 주제도 다채로웠습니다.
해미 지역의 맛집 탐방, 내가 살아온 추억 문화지도, 해미 역사 탐방 지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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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학교를 깨끗하게 ‘쓰레기 줍기 장인’ 활동 및 학급환경 개선사업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

[환경개선]

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

평소에는 학교나 주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

다. 학교 곳곳을 돌면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다. 특히 환경 문제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학교를 더럽히는 주범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급

가 결국 우리 학교를 바꾸는 과정을 지켜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문

환경 개선 지원 물품 4종 세트를 반별로 지급하여 학생들이 사용하

화재 답사 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

는 교탁 내부를 깔끔하게 정돈하여 분필, 이면지 등을 알뜰하게 사

다도 큰 변화는 주변의 사람과 식물,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책상을 칼로 사용하여 훼손되는 것
을 막고자 커팅매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
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활동하기 전에는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도 없었고, 친구들이 하라는대로 따라하기만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칭찬을 해주셔서 부끄
러웠습니다. 그 뒤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친구
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현수막과 스티커를 보고 친구들이 와서
관심을 가져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을 때 이
활동이 보람되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 문화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가게와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에
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웃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공모전에 입상하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한일 수업 교류 활동 [세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10월 2일 해미중의 교사들이 오사카동중학교를 방문하여 ‘훈민정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고장이라 그런지 소통이나 부탁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일본학생들은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한국 문화를 접하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한다면 SNS를 활용하거나 지역 게시판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월 10일 오사카동중학교의 교사들이 해미중학교를 방문하여 ‘일
본문학 하이쿠’와 ‘평화인권 및 다문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습니다.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나서지 않는 일에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쓰레기 줍기)은 많은 용
기가 필요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접어놓고 친구들과 손잡고 일하면서 우리도
학교와 해미에 보탬이 되는 한 명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
은 친구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 정신없는 저희에게 응원을 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
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쓰레기 줍기 장인 활동을 하는 앞에서 길에 쓰레기 버리는 한가한 어른들도 환경과 해미를
지키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모
두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공부했던 ‘공동체적
가치’처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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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도시 파주, 우리가 지킨다
학교주소
경기도 파주시 해솔로 60
지도교사
우미현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정태, 강지우, 박준영, 박성율
백주영, 서동균, 정원길, 황성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친구들이 읽고 알 수 있도록 참여형 게시 자료를 제작한다. 이는 연말에 제작

있나요?

예정인 우리 지역 문화 소개 책자의 자료로 쓰도록 한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문화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애향심을 키우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에 대한 탐
색을 통해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안한 지역 파주’라
는 부정적 인식을 ‘평화의 도시, 문화의 도시 파주’라는 이미지 구축을 통해 지
역 사회를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1학년 사회 시간에 수행하는 여행 책자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파주 지
역 관련 책자는 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연말에 파주 알리기 책자(매달 게시한 자료 활용)를 제작하여 학교 도서관 및
학급에 1권씩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연말 동아리 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 사진, 홍보용 책자, 리플렛 등을 전시하고,
우리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을 펼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고 자부심과 애향심을

다음으로 ‘평화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는 지역 사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키우고, 우리 지역 사회가 ‘문화 도시’라는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자치 센터와 파주문화원, 시청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시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 동아리에서 제작한 홍보용 자료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먼저 학교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 학교 게시판에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직접 견학하여 조사한 지역 문화

한다.
•역사와 독서 바람 열차에 연말에 제작한 책자를 비치하여 지역 주민들과 타 지
역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를 소개하는 홍보 자료를 게시한다. 형식적인 게시용 자료가 아니라 학교
191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파주를 배워 파주를 알려요!
4월 26일, 동아리 첫 시간에 파주문화원 소속 문화 해설사님을 모시고 파주지
역 문화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파주 지명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파
주 고유의 문화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
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백의 표상이었던 황희 선생의 묘와 그가 여생을 보냈던 반구정도 인상깊었습니
다. 고려시대 문무에 능했던 윤관 장군의 묘를 둘러보며 그 분의 늠름한 기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월 파주영집궁시박물관 체험
영집궁시박물관은 수대에 걸쳐 가업으로 전통화살장인의 길을 걸어온 국가지
정 중요무형문화재 궁시장
(弓矢匠) 영집 유영기 기능

5월 선사 유적지 답사

보유자가 설립한 대한민국

5월 첫 답사로 파주의 선사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교하고인돌, 월롱고인돌과

유일의 활 화살 전문박물관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파주가 수도권 인근 지역 중 강화 고인

입니다. 화살이 어떻게 만들

돌 유적 다음 가는 집단 고인돌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과 상지석리,

어지며 화살이 어떻게 발전

하지석리 등의 지명이 고인돌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
고 직접 화살을 제작하고
활 쏘는 체험까지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민통선 유적지 답사
남북 분단의 상징인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있는 문화 유적지를 만나볼 수 있
다는 것이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명의 허준 선생의 묘를 시작
으로 고구려 시대에 축조된 덕진산성,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 제3땅굴, 개성 시
내가 한 눈에 조망되는 도라산 전망대를 둘러보며 남북이 하나된 평화로운 한

6월 불교 유적지 답사
파주의 불교 유적지인 혜음원사지, 용미리마애이불입상, 보광사를 둘러보았습
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고려의 국립 숙박시설이었던 혜음원사지와 파주
의 보물인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영조의 효심이 깃든 보광사를 거닐며 파주 지
역에 깃든 불교의 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 파주 3현 유적지 답사
파주의 3현이라 불리는 율곡 이이, 방촌 황희, 묵재 윤관의 유적지를 둘러 보았
습니다. 율곡 선생을 기르는 자운서원 뒷자락에 율곡 이이 선생과 그의 어머니
인 신사임당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청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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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모습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참여형 게시물 만들기
답사를 다녀온 친구들의 설명과 안내 자료를 토대로 본교 학생들에게 알려줄

동아리원들에게 파주문화를 안내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형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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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를 다녀 온 후 친구들에게 알려줘요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파주지역 문화답사를 다녀온 후 답사에 참여한 학생이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우리 고장인 파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시간 외에 따로 만나서 작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게시물을 만드는 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파주에 우수한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동아리원들이 학교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더 좋

습니다. 파주를 이제 북한과 가까이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선사 고인돌

은 게시물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최선

유적지부터 윤관 장군묘, 허준 선생의 묘 등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을 다해 노력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큰 보람을 느껴졌습니다.

중심지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내가 탐방한 문화 유적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더욱 깊이 있게 파주 유적지를

파주지역에 파주문화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 곳을 통해 좀 더 알차게 문화 탐방

알게 되었고, 내가 알게 된 것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 하고, 홍보 게시물을 통해

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파주문화원과 같은 지역문화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책자를 만드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긴다면 우리 청소년이 지역 문화에 가까워질 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이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은 지역 문화 유적지 답사였습니다. 우리 지역 파주문
화원에서 주관하는 ‘테마로 떠나는 파주여행’에 함께 하였고, 유적지에 담긴 이
야기를 전문 해설사님을 통해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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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세상을 변화시킬 YOU!네스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Better-fly Effects
경기창조고등학교·Better Together
경북외국어고등학교·One Day Without
경주여자고등학교·4P로 세상을 품은 경주
고양국제고등학교·YUNIC, BE UNIQUE
고양외국어고등학교·제1회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광양고등학교·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바꾼다
광양백운고등학교·한울혜윰-우리터전의 생각
군산동고등학교·일렉트로닉 쇼크!!
남성여자고등학교·우리가 사는 세상 The Earth
남악고등학교·학생들의 물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젝트
논산고등학교·지구야 웃자
논산대건고등학교·환경문제 개선과 세계화를 통해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대구서부고등학교·세계시민이 되자
대구외국어고등학교·Rainbow Bridge
대기고등학교·대기 T.A.N.- gent (Take Action Now - gent)
대덕고등학교·세상을 아름답게, 유네스코
대성고등학교·Support Organization Achieve Peace
대원외국어고등학교·작은 노력으로 화목한 지구촌을!
대전가오고등학교·Gao's Butterfly
대전노은고등학교·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 world!
대전반석고등학교·반석함성
대전복수고등학교·GCED 지구사랑 레인저스
대전송촌고등학교·송촌5樂場에서 세계로! 함께 가는 행복!
대전외국어고등학교·To the world, to the future
대전용산고등학교·폭력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세계를 위하여!
대전전민고등학교·From change to chance
덕이고등학교·역지사지로 알아보는 다문화와 환경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Human Bridge
동원고등학교·함께 행복한 바다 만들기!
동일여자고등학교·세상을 바꾸는 작은 날갯짓
등촌고등학교·두드림
목포덕인고등학교·ABCD(All Beautiful Campaigns from D.U.O) Project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목포 근대역사문화재 알리기 프로젝트
문산수억고등학교·힐링 수억! 프로젝트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마음·이음
민족사관고등학교·잃어버린 횡성을 찾아서
밀양여자고등학교·우리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을 향해가면 우리들의 미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반포고등학교·반포고 세계시민의식 프로젝트
보정고등학교·Clean Table, 식사를 합시다
봉일천고등학교·‘우리 지역 사랑’ 프로젝트
부산국제고등학교·한마음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DUNC WHO!(UN기념공원 세계문화유산 만들기)
삼호고등학교·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똘레랑스 프로젝트
상당고등학교·함께 만드는 평화, 함께 지키는 인권
상록고등학교·메모로 프로젝트
상명고등학교·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따로 또 같이 - #인권 #환경
서울고등학교·2016 서울고 PSI(Productive, Sustainable & Integral)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우리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선덕여자고등학교·지속가능한 순환 지구를 위하여!
성남고등학교·같이 걸을까
성포고등학교·지구촌 아동노동 문제를 위한 Good Action!
세명고등학교·유네스코 나비효과, 나의 작은 날갯짓으로
세종국제고등학교·Seize the Rainbow
송현여자고등학교·2016 SH G3 Project : Giving, Global and Generating SH
수원외국어고등학교·SAWL, Start A Worthy Laughing to save our cultural relics
수일고등학교·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더 가까워지기
숙명여자고등학교·W.O.W(Wonder of Willingness)
순천팔마고등학교·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양일고등학교·양평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다
연수여자고등학교·지(G)구 다문화의 시(C)작은 우리의 아(I)이디어로부터
오송고등학교·도담도담 나라찬(아무 탈 없이 참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울산외국어고등학교·Adamas; 세상에 빛을 밝히다
원화여자고등학교·Not Wrong But Different
은행고등학교·I START
인천국제고등학교·Peace in Globe
인천동산고등학교·동구 지역 문화 및 지역 특색을 활용한 데이트 코스 개발
인천외국어고등학교·세상을 뒤집다
전남외국어고등학교·평화를 품은 학교, 세계로 열린 교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지역의 변화가 지구의 변화를 만든다
전주신흥고등학교·국경 없는 환경오염, 구경은 이제 그만!
전주영생고등학교·존중과 배려로! 영생고 인권 특공대
제주외국어고등학교·The Earth Is NOT Disposable
중산고등학교·Jungsan E(Environment)-CLEAN UP Project

진해고등학교·모두가 우리에게 진해!
창원과학고등학교·Changwon Society Happiness project
천안신당고등학교·신세계(신당 세계시민 프로젝트)
청명고등학교·청명에 피어나는 다문화와 세계화의 꽃!
청원고등학교·함께하며 피어나는 꽃, 청원고등학교 유네스코!
청주고등학교·우리는 세계시민입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서로 다른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충남고등학교·RESCUE 프로젝트
충남여자고등학교·Over the Rainbow
충북고등학교·나는 세계시민의식을 실천한다. 고로 존재한다
토평고등학교·세계 문화 유산, 동구릉을 알리기 위한 디딤돌!
퇴계원고등학교·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
한국관광고등학교·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Start Now! Change Now!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우리는 문화유산 지킴이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You and I, We 프로젝트
함열여자고등학교·멸종위기동물 보호 캠페인
효성여자고등학교·세계로 뻗어가는 효네스코
효양고등학교·샐러드볼 (Saladbowl)
흥덕고등학교·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 안의 소리 세상을 바꾸는 집단지성인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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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고등학교

세상을 변화시킬 YOU!네스코
학교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37 (당감동)
지도교사
강차경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예림, 허성문, 김유진, 배시정, 서이주, 이선경
박주영, 이재윤, 이현우, 차경훈, 김민진, 김연승
김윤진, 박신영, 박예림, 염은진, 이예진, 한수빈
허성문, 황부성, 엄태민, 하준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선생님들께 우리 주위 환경

개성고등학교는 2만 7천여 평의 환경을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을 돌아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나 학교 내 모든 종사자들과 학생들의 에너지 절약(빈 교실 불

하여 우리들이 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로 인하

끄기, 에어컨, 히터 과다사용 등)의식이 부족했다. 우리가 환경오염(분리수

여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솔선수범하여 길에 버려져

거, 수돗물 낭비 등)의 원인제공자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레인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변화되는 행동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환경을 주제로
활동을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한다.
• 모든 프로젝트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남이 아닌 내가 먼저(솔선수범)’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한다.
• 모든 구성원들은 협동하며 활동한다.
•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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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해양 스포츠 체험
7월 16일 부산 일대 학교들
이 해양대학교에 모여 활동한
체험으로 래프팅과 스노쿨링
등을 하며 우리들의 단합과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다.

에너지 절약에 의해 조금 더 발전되는 우리나라와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에너지 절약’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

이면지 상자 만들기

었다.

쓸 수 있는 종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각 교무실마다 ‘이면지 수거함’을 만들
어 배치하여 이면지를 모으고 그 이면지를 재활용하여 쓰게 되니 재활용의 중요

교외 환경 정화 활동

성과 환경오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 주변을 정화하는 활동으로 아무렇지 않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모여서 눈살
을 찌푸리게 하고 심한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켜왔
다. 청소를 시작하면서 깨끗해져가는 거리를 보고 작은 손길들이 모여 변화되어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교내 Guerilla Gardening!
땅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촉구하고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교내에서 게
릴라 가드닝을 실시했다. 꽃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6월 6일 현충일, UN 묘지 참배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예상 외로 생명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환경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UN묘지에 참배를 하면서 순국선열들에 대한 애도와 나

을 돌아보게 되는 큰 의미를 둔 활동이 되었다.

라의 소중함에 대해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에
게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평화의 중
요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교내 에너지 절약 스티커 부착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스티커를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붙임으로써 우리들이
196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해 동아리 부원뿐만 아니라 개성고등학교 학생

게릴라 가드닝을 준비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지를 직접 제작해 배부하고 광고하

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변화하게 되었다. 점심시간, 석식시간 등 아무도 없는 빈

는 것과 식물 선정, 화분 꾸미기, 배달 등 여러 가지 수고가 있었다. 힘든 과정

교실의 불을 켜놓고 가거나 다 마시지 않을 물을 욕심내어 받아가 다 먹지 않고

속에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신청하며 이 활동에 관심을 가져

버리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할 때 등 많은 자원을 낭비해왔지만 우리들이

주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은 더 탄력을 받아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가지고 준비

계획하고 실행한 활동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게 되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내가 받은 내 꽃은 잘 지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

고, 길을 걸으며 환경을 돌아보고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등의 행위를 아

하며 주위를 다시 둘러보게 될 뿐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게까지 영향

무렇지 않게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

을 받아 환경을 보호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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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이면지 상자를 만들어 그냥 버렸던 종이들을 다시 활용하게 되고, 전기 스위치

학교 내에서는 동아리 시간에 활동한 많은 프로젝트로 인하여 학생들과 선생님

와 에어컨 스위치, 화장실, 정수기 등에 붙여진 에너지 절약 스티커를 보며 ‘자

들께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활

원을 아껴야 한다’, ‘절약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동을 하지 못했다. 유네스코 동아리들이 모여 조그만한 캠페인을 준비하여 실천

전기를 끄고 물을 절약하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게릴라 가드

함으로써 우리 주변을 환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알리고

닝을 통해 먹다 남은 컵들로 화분을 만들어 꽃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삶에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면 좋겠다.

서 동아리에서 나누어준 자신의 꽃을 보고 주위 환경을 돌아보며 꽃과 자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환경정화 활동, 세계 시민 활동 등의 교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평소에 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 대안을 생각해보며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
다. 교내활동으로는 알 수 없었던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게 되어 우리
들의 문제와 비교해 보았고 우리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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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Better-fly Effects

(더 큰 나비효과를 위한 우리의 날갯짓)
학교주소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103
지도교사
허영주 선생님, 이향림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민준, 김영웅, 이우승, 류주영, 김재범, 이형주
양현태, 이지섭, 김민준,이기욱, 안재성, 박현승
김영웅, 정성우, 허무신, 채주환, 김태훈, 문희찬
이광민, 이태정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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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경기자동차과학고 학생들에게 ‘친환경적 마인드’는 선택

있나요?

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주역이라는 바탕 하에 자신의 전공지식

저희 학교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인 만큼 자동차와 매우 깊은 연관이

을 쌓는다면 미래에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있습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자동차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동수단의 범위를

주역이 될 것입니다.

넘어선 가전제품의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현대 자동차 판

하지만 비단 자동차 제작과정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아우디 사건’과 같이 자동차

매량만 해도 500만대에 근접하며 실제로 가구당 한 대의 차가 있는 가정이

유통 시의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며, 특히 개인 운전자의 자동차 사용방식에 따라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

더욱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는 국내 수출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주역인 본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마인드’를 함양하게 하고 이러한 자신의

며 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자동차 산업 발

마인드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드러내는 친환경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할 뿐 아니

전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자동차와 환경과의 관계의 심각성 토론하지 않을

라, 자동차로 파괴된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방법을 재활용 및 숲에서

수 없었습니다. 올해 3월 ‘경제발전이 환경보호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찾고자 시도해보았습니다. 학생의 이러한 작은 친환경 날갯짓이 학교의 범위를 넘

라는 논제로 동아리 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자동차를 전공

어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친환경자동차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

으로 하는 학생들임에도 환경을 오염시키면서까지 자동차의 발전을 극대화

다. 더 이상 ‘발전 만능주의’의 관행을 통해서는 모든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시대

하는 방향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 발전이 가져오는 환

는 지났습니다. 세계 자동차 생산량 5위 국가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정신은 환경을

경파괴에 대한 우려는 현재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세계 자

생각하는 친환경자동차문화 보급을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라고 생각합

동차 산업 발전 동향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환경에는 많은 신경을

환경 프로젝트 사전 인식 조사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발전은 환경과의 연관성, 그 심각성에 대한 고민

1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인 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가지고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실천을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있는 잘못된 환경인식 및 습관을 설문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현재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에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
만 실시하는 기관의 목적과는 다르게 항상 학생과 시민들의 반응은 건조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실천 가능한 정보 전달’을 통해 ‘작은 실천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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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내는 시민문화 형성’입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
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
지만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나머
지 사소한 실천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식목일에도 학생
및 시민들은 식목일의 존재를 까맣게 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목일날 나무
한 그루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이 두 가지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배기가스를 줄이자와 같은 넓은 범위의 행
위가 아닌 식목일날 나무 심기 및 정확한 재활용 방법을 통한 효과적 자원순환

월드비전 강사님의 ‘세계시민’ 교육

과 같이 작지만 개인이 적극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며 실천으로 이

월드비전 교육기부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전문가 강사님을 모시고, 세계

어질 수 있도록 변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

두 번째 목표는 ‘친환경 자동차 개념 재정비 및 홍보’를 통해 ‘친환경 마인드’를

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확산시키고 싶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 나온 신기술
자동차와 환경을 위한 다양한 부품을 탑재한 자동차라고 인식됩니다. 결국 경
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운전자 및 특히 학생들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일 뿐입니
다. 하지만 진정한 친환경자동차란 바로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가 친환경적 사
고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이 타는 자
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운전자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또는 미래의 운전자가 될 혹은 미래의 자동차 전문가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더
이상 차에는 아이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닌 지구 즉 환경의 생명도 탑승하고 있
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환
 경전문가를 모셔 동아리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후 캠페인과 홍
보 진행
•포
 스터나 플랜카드 피켓을 만들어 생태공원 및 휴양림에 가서 시민들의 환
경문제 인식도 조사 후 심각성을 알림
• ‘숲 보존’, ‘올바른 재활용 방법’, ‘길거리 쓰레기 문화 개선’ 캠페인을 통해 우
리가 시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방법 확산

숲사랑소년단 전국대회 캠프
숲사랑소년단에서 주관하는 숲 보존 캠프에 참여하여 자연, 생태숲 전문가 및
청소년 그린리더들과 전문 환경교육을 배웠습니다. 숲을 배우고, 나누고, 지키
는 산림보호 실천의식
고취하였으며, 산림교
육/문화/봉사 활동을

•교
 내 학생들에게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분석 및 개선 방법 토론

통해 숲 보존 활동가

•S
 NS 홍보를 통해 현지 곳곳에서 환경파괴로 인한 문제점 파악 후 다양한 사

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람들과 친환경 마인드 공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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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 교실 프로그램 - 1차

환경프로젝트 기획 회의

숲사랑소년단 교육기부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숲해설’ 전문가 강사님을 모시

이제까지 강연, 체험학습, 체험활동을 통해 배운 친환경 마인드 및 지식을 바탕

고, 학교 근처 숲 속에서 숲해설 강의를 들으며 숲과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으로 환경프로젝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기획할지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찾고 가꾸고 지키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펼쳤습니다.

숲 속 교실 프로그램 - 2차
기존에 숲해설을 해주셨던 전문가 강사님을 다시 모시고, 학교 근처 숲 속에

자동차 연구원과의 만남

서 숲해설을 통해 배웠

현대자동차 남양주 연구소 이사 대우님을 직접 모셔, 자동차와 환경, 그리고 자

던 지식을 바탕으로 직

동차가 가야할 친환경적 방향 그리고 해당 분야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배웠습니

접 나무를 심으며 체험

다. 학생들이 실행할 환경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멘토링 받을 뿐 아니라 부족

했습니다. 환경을 보존

했던 전문적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행함으로서 친환경
마인드를 구축했습니다.

시흥에코센터 체험활동
지역사회(시흥)에 위치한 에코센터를 방문하여 에코센터 강사님으로부터 올바
른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에 대
해 배울 뿐 아니라 생활 속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이 가지는 환경적 의의를 프
로그램을 통해 직접 체험했습니다.

캠페인에 사용할 환경포스터 만들기 활동
토의과정을 거쳐 교내 캠페인 활동과 교외 캠페인 활동 계획을 짠 후, 조별로
모여 캠페인에 사용할
포스터를 작성하는 활동
했습니다. 포스터의 내
용은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학생 및 일반 시
민들이 알기 쉽게 요약,
작성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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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환경 포스터 5종과 ‘Reduce Gas with GHAS’ 문구를 내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세워 교내 학생들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했습니다. 등교 시간,

자동차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유네

방과 후 시간, 그리고 각 교실을 돌아다니며 동아리원들이 알게된 점들을 이해

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친환경 자동차를 개

하기 쉽게 알려주어 하나의 숲사랑, 올바른 분리수거, 정직한 길거리 쓰레기 투

발하고 보급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뿐이었습니다. 즉, 이는 자동차 연구원이

척 문화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량을 얼마나 희석

나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다는 생각이었

시켜줄 수 있는지와 환경에 어떻게 큰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캠페인 활동을

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자동차

3일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가 될 학생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자동차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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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공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지연하도록 숲을 보존하거나
올바른 재활용을 하는 등의 실천이었습니다. 정부나 자동차 연구소와 같은 곳
에서 진행하는 대단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친환경 자동차 문화 및 인식’을 개
인을 넘어 학교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점은 우리는 환경파괴와 자동차라는 연결고리
에서 벗어난 작은 학생이 아닌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핵심의 역할을 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환경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우리 동아리

Reduce Gas with GHAS 온라인 캠페인 활동

학생들이 먼저 친환경 자동차 마인드를 함양해야 했습니다. 각 조별로 자신이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 진행 시 환경 관련 N행시 미션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자동차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고

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환경 N행시를 환경 캠페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

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유네스코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최종 캠페인 활동

함으로써 자신의 친환경적 마인드를 온라인에 있는 타 학교 친구들과 공유하

처럼 우리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교

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캠페인 활동까지 모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Reduce

친구, 선생님, 및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예방

with GHAS라는 문구가 있는 환경 노트와 환경 밴드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캠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 및 지역사회 주민들

페인 참여율을 극대화했습니다. 3일 간 전교생의 1/3 이상이 참여하고 자신의

을 환경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페이

환경 문구를 환경 N행시를 통해 남기고 공유했습니다.

스북에 ‘Reduce gas with GHAS(경기자동차과학고 약자)’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지에 환경관련 N행시(주어진 환경관련 단어를 바탕으로 삼행시 또는 사행시
를 제작)를 짓거나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
한 참가자에게는 프로젝트 제작 과정에서 직접 제작한 ‘환경 노트’ 및 ‘환경 캠페
인’ 팔찌를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라는 보상에 매력을 느껴 참여
하던 학생 및 주민들은 점차 페이지에 자신들의 ‘친환경적 마인드’를 담은 글귀
를 남기기도 하고 자신만의 ‘친환경 N행시’를 지으며 자신의 환경을 향한 긍정적
정체성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던 작년 행사와 달리 온/오
프라인 모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쑥스러워 참여하지 못하던 참가자들
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친환경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작은 날
갯짓이 가져온 큰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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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

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학교 친구들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내에서 진행한 환경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다음 두 가지를 보완한다면 더욱 더 훌륭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거

‘친환경 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교내 학생들의 1/3이 우리가 직

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 제작한 페이지를 공유하였고, 이는 이 1/3 학생들의 친구들에게 공유되고

첫째, SNS를 통해 타 고등학교의 학생 개개인과 소통하는 계기를 가지긴 했지만

그들의 친구들에게 다시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지역사회에 있는 타 학교 학생들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타 유네스코 학교 및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학교와

에게 전달되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학교를 넘어 다른 학교 혹

연합해서 환경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각 학교간의 교육 일정 차이도 있고 관심

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식목일이 아님에도 나무를 심는 사진을

사 및 꿈도 각기 다르기에 연합을 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

업로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친환경 N행시에 참여하는 친구 및 시민들도 작

러한 SNS에서 보여준 학교 간의 소통이 증명하듯이, 실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년과 비교 시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타 학교와 연합을 한다면 더욱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작년과 비교 시 더욱 많은 타학교 학생 및 지역사회 학생들과 소통하였

둘째, 학교 간의 연합을 넘어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합니다. 현실

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취약하신 학부모님들과 같

적으로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어떤 캠페인이나 프로젝트 등 진행을 하는 것이

은 지역사회 어른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교내 캠페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

해 내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인층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았지만,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결국 성인이 주축이 된 환경 단체에 연락을

색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학생이 전화를 통해 환경단체에 양해를 구하고 체험하는 방
식이 아니라, 유네스코 측과 연결된 환경 단체를 멘토의 형식으로 연결해주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공식 네트워크 구축 작업을 진행해주신다면 더욱 더 크고 효과적인 파급력을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작년에는 정보 수집 시 논문에 있는 환경전문용어나 화학공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해에는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
통 및 홍보 방안을 구안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하는 캠페인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NS 활용 온라인 캠페인을 오프라인 캠
페인 활동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어떻게 참여자들이 자발적으
로 해당 페이지에 관심을 가지게 할지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
될 수 있을지 논의하느라 한 달 가량을 소비했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사용도
가 가장 높은 페이스북을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예상외의 큰 성공을 거두
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활용해 자신의 친환경 마
인드를 듬뿍 담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환경보존을 향한 정체성을 거
리낌 없이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타학교 및
지역사회로의 소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함께 협동하고 성장하는 동료이다.”
서로서로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주거나 모르는 것을 배우며 어려운 일도
서로 더불어 협력하며 헤쳐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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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서유림, 고명지, 공희경, 박수아, 박현영, 김소연
김소현, 이수현, 문예진, 심서연, 이세빈, 고지윤, 김건희
박휘진, 이유미, 황은빈, 연유미, 김경미, 김상현, 강윤지
박은서, 심정희, 박소희, 배기훈, 정예담, 이승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

안성 지역에는 맞벌이 가정, 농사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정, 한부모가정이

함께 더불어 살면 더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요!

많은 편이어서 아동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WE ARE BETTER TOGETHER!

학교가 있는 안성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보고 싶어 주제를 찾던
중, 아동학대사건(원영이사건)이 일어났고 사건의 잔혹성에 매우 놀라게 되었
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평택이 학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아동학
대 사건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학대아동들을 위
한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주위의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그들을 생각해보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학대’라는 문제의 인식을 통해 각자 나름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한 지역의 학대아동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
역사회의 구성원이 도움을 주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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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사회를 위한 토론

학대아동을 주제로 한 배지를 디자인 제작·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안성·평택

3월 30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모둠별

지역 학대아동 보호시설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

토론활동을 한 후 안성 지역에 소외된 아동들이 많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습니다.

특히 원영이 사건의 발생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아동학대가 발
생하는 원인과 아동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포스터 및 모금함 제작 & 배지 도안 최종 결정 및
캠페인 활동 준비
6월 22일과 7월 13일, 동아리 부원들을 캠페인 지원팀, 포스터 및 모금함 제작
팀, 배지 디자인 및 제작팀으로 나눈 후 각 팀 별로 준비사항 및 세부 역할을 토
의한 후 포스터와 모금함을 제작하였으며 판매용 배지의 디자인 시안을 여러
개 만든 후 동아리 부원 및 교내 구성원의 평가를 통해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였
습니다. 첫 번째 삐에로 디자인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을 소재로 사용하
였으며 절반의 얼굴은 웃고 있고 반대쪽 절반의 얼굴은 울고 있습니다. 이는 남
들에게 학대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마음 속으로 앓고 있을 학대아동의 속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옆모습 디자인에서 조각난 하트는 아이의 꿈
과 희망, 행복한 가족관계가 무너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진 장
난감 기차 디자인은 똑바로 서서 달리고 있는 앞 차량과 옆으로 쓰러져있는 뒷

학대아동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토론

차량을 통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남몰래 고통스러워하는

4월 27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였고 아동학대 해결방안 및 예방

학대받은 아이의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 결과, 아동이 학대받
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바로 경찰서 및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아동학
대를 예방하기 위해 소외된 아동들에게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관찰하여야 한다
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교내구성원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받
은 아동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내 아
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후원금 모금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후원금 모금활동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점심시간에 학생식당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을 실시하고 배지를 판매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각각의 배지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재미있는 게임방식을 통해 배지를 판매하여 총 422,000원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이 후원금은 앞으로 안성과 평택지역 학대아동들을 위한
도서 구입과 심리치료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경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모금활동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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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액 기부하고, 학대아동이 지내는

6월 1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시설을 견학하며 아동학대 사건

과 모금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

이 발생할 시 어떠한 절차에 의

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

해 학대아동이 부모와 격리되고

태를 알리는 포스터와 피켓을

이후 상담과 놀이치료, 미술치

만들어 교실에 게시하고 캠페인

료 등을 받게 되는지 자세한 설

활동 시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명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북이나 블로그, 카카오톡과 같은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알리면 지금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

그동안 저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 많이 배려하게 되었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
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굳이 나서지 않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이 있더라도 방관하였으나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력하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매사에 임합니다. 특히 레인보우 프

레인보우 프로젝트 구상 초기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후원금이 제대로 기

로젝트 전에는 어떠한 사회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에만

부가 되는지 염려하여 배지 구입을 하지 않으셔서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잘 이

분노했지 그 이후에는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프

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관에 후원

로젝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건이 발생했

금을 전달할 예정이고, 왜 그 기관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캠페인 자료에

을 경우 인터넷 및 뉴스를 통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해결방안

정확하게 첨부하여 홍보하였고 배지 판매 시에도 이를 반드시 알려드렸습니다.

을 찾아보거나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대아동에 관한 배

될 수 있었습니다.

지를 직접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학대아동에 관련된 이미지를 제작예산에 맞고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한 이미지가 조금 복잡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더 단순하게,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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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처음 디자인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으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을 하였고 여러 디자인 시안 중

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에서 실제로 제작할 3가지 디자인을 투표를 통해 선정하여 제작·판매하게 되

알려주고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등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사회에서 일어

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지는 여러 학생들 및 선생님들로부

나는 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들과 친구들에

터 ‘예쁘다, 잘 만들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종류별로 다 구매하겠다’ 등의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TV뉴스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1주일만에 제작한 300개의 배지가 전부 판매되어

보도하면 저는 이 뉴스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관련 신문기사를 여러

예상보다 많은 후원금을 학대아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 찾아보는 등 사건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알게된 사실을 주
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

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단체에 후원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능동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모습을 본 친구들이 함께 후원금을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아리 시간에 모둠토론을 할 때에는 저로 인해 여러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우리 학교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이슈를 접한 모둠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고 학

긴밀히 협력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시대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적

생 신분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

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알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개별 주제 프로젝트 외에도 전국의 유네스코학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주제의 프로젝트도 함께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 같은 목적의 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

젝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후원금을 안성·평택 지
역의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지역공
동체가 발 벗고 나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의의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주로 학교 구성원들만이 이번 프로
젝트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알리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마을게시판에 프로젝트 자료를 게시하여 홍보하거나
지역신문의 독자 참여코너에 기사를 게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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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인 One Day Without Shoes를 통하여 친구들이 신발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있나요?

아픔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다짐을 하기를 바랐으며 일상에서

저희 경북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기를 바랐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인 '탐스(Toms)'에서

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학교와 기숙사라는 공간 속에서 저희 학생들은 지

는 맨발과 탐스 신발 사진을 함께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실제로 신발 한 켤

역, 국가,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간과한 채 학업에

레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저희는 저희 학교보다 좀 더 확장된 활동

만 열중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학교의 지원

을 진행하고 싶어 이것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학교 사정상 참가 학생 전원이 탐스

아래 맛있고 신선한 급식 메뉴와 비싸고 좋은 신발 등은 저희가 당연히 누

의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해 실제 맨발로 걷기 체험을 한 친구들의 수보다는 적은

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겼고, 이런 풍족함과 여유로움이 지나친 낭비 문제로

수의 신발이 기부되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짧은 경험이었지만 새로운 생각을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저희가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리고 있는 일상 생활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되돌아보며 ‘One Day Without’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저희 동아리 ‘상록수’의 실천 약속은 “비울수록 채운다.” 였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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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회 문제점들 중 특히 인권과 환경에 집중하였고, 그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은

저희는 저희가 계획한 프로젝트에 대해 주변 학교에 알렸고 이에 관심을 표

과도한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발 ‘없이’, 또 잔반 ‘없이’, 음식

한 주변 학교에서도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이끌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없이’ 살아 보는 기회를 학교 친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욕심을 없애고 비울수록

길에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

마음은 채워진다는 저희의 실천 약속을 알렸습니다.

공감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 “One Day Without Shoes”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으로, “One Day Without Leftover”

5월 18일, 신발이 없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변화의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잔반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 국가의 사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맨발로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본교 학생

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One Day Without Leftover’ 캠페인을 시행했

약 215명이 참가하였고 현일고 학생회와도 협력하여 그곳에서도 캠페인을 개

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계획서에서 삭제했었지만 학생회와 협력함으로써 실

최했습니다. 맨발로 걸은 후 사회적기업 ‘탐스’의 행사에 참여하여 캠페인의 참

행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잔반 없이 급식을 모두 먹은 학생들에게 스티커

여한 학생 수 만큼 신발을 기부하려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서른 켤레밖에 기부

를 주었고 이 스티커는 반별로 합산하여 가장 많은 스티커를 모은 반에게 선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맨발로 걸음으로써 신발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

을 증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상품을 위해 캠페인에 참가지 않을까’라는 걱

을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감 의식을 통해 그들을 위해

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친구들은 스티커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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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환경과 빈곤 국가의 사람들을 위해 잔반을 남기지 않는 일을 목표로 급식을 먹
기 시작했고, 심지어 캠페인 기간을 늘리자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페
인을 통해 그동안 잔반에 대해 무관심했었던 우리의 태도를 반성하였고 이런
작은 일로 세계 시민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공감하고 행동하기 “One Day Without Food”
돌아오는 11월 4일에 ‘One Day Without Food’라는 이름으로 기아 체험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험은 빈곤 국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직접 체
험함으로써 세계 시민 의식을 신장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아
침 급식만 먹은 후 간식을 포함한 식사를 일절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
해 상상만 했었던 ‘굶는 고통’을 체험하여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음을 깨닫
고 도와야 한다는 의무 의식에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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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1년간 One Day Without Shoes, One Day Without Food 등의 활동들을

기대보다 더욱 성공적이였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이 캠페인에 참여

하며 머리로만 알고 있던 다른 지역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았고,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좁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더

그로 인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

욱 큰 세상을 보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예상보

트를 하며 제가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것을 보며 제 자신이 다른

다 캠페인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사람이 아닌 타

사람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에

인의 인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대해 좀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옮기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 기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다는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뻤습니다. 기대보다 성공적이었던 것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서라기보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예상보다 어려웠던 점은 캠페인 진행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One Day Without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 물어보면서 관심을 가

Shoes 같은 경우 아침 체조 대신 215여 명의 친구들이 다치치 않게 이끌어야

지는 등 지구의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려 했고, One Day Without Leftover 이

했기에 많은 부분이 신경쓰였고 자칫 잘못하면 아픔을 공감하는 캠페인이 아니

후에는 급식 잔반 양이 주는 등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

라 그냥 맨발로 걸어보는 체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년 별로 약

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의 시간차를 두었고 당일 아침 다시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본 프로젝트의 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게 해야 할까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저희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저희가 계획한 프로젝트에 대해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변 학교에 알렸고 이에 관심을 표한 학교와 연락을 이어나가며 함께 캠페인

저희가 가장 공을 들여 진행한 프로젝트인 ‘One Day Without Shoes’ 캠페인에

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길에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데 많

서 캠페인의 시행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가 상품이나 재미를 위해 참여한

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생

그러나 여전히 학교 단위로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더

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캠페인 내용 홍보뿐만 아니라 캠페인 시행 취지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부탁하고 싶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의 실시 범위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

은 것이 있다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각합니다. SNS를 통해 진행하는 캠페인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프로젝트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

본교에는 중 매년 구미역에서 여러 피켓을 들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아리가

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현재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있습니다. 이 동아리와 함께 구미역과 같이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학교들이 지역별로 분포하여 각 학교별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고 함께 세계 시민 의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식을 배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 사회와 협
력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
록 충분한 규모를 갖추기 위해 유네스코학교 간의 연합을 위한 네트워크가 마
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여러 학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
여 프로젝트를 확장시킨다면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가 만들어
낸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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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여자고등학교

4P로 세상을 품은 경주

참여(Participate)하고 보존(Preserve)하는 경주 발전(Progress) 프로젝트(Project)
학교주소
경북 경주시 금성로 437
지도교사
김정은 선생님

학생구성원
남혜수, 박온유, 김연주, 박온유, 남혜수
손민정, 최수민, 남연지, 권나현, 김령은
김민아, 신민주, 송유지, 전수정, 황채정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외국인 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UCC 제작 및 캠페인

경주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 도시로, 인류의 보편

• 지역 환경 보호 : 대형 쓰레기통 설치 정책 제안

적인 세계문화유산들을 보유한 유명한 관광 도시이다. 따라서 경주 지역의

• 경주 지역 세계 유산홍보 : 세계 유산 UCC 및 SNS 홍보

학생으로서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감과 자질

•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관광도시 비교·분석

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경주가 지속가

•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관광코스 개발 및 정책 제안

능한 세계유산도시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것이다.

• 일일 문화 해설사 체험
• 다문화 가정 관련 설문조사 및 인식 개선 캠페인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경주 도심형 장터 ‘마카모디’ 방문과 도시개발 방안 마련

경주의 역사와 문화, 세계유산 등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교

• 신라문화원 연계 봉사활동

와 경주, 지구를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유네스코학교의 학생

• 인권·환경 관련 영화 관람 및 독서 토론

들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했다. 또한 경제 개발과 성장에만 치중한 무분별한

• 경주 지역의 세계유산 상태 점검 및 보고서 작성

정책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정부 기관 및

• 세계유산 방문객 설문조사 및 개선점 확인

시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인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 및 인권 보호 캠페인
• 친환경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아름다운 경주 만들기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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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부산의 근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주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다

현재의 여성인권 현실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계기를 주는 기회가

5월 10일, 학교 봄 소풍으로 OWHC 청소년 동아리원이 초량 이바구길, 부산

되었다.

근대화 역사관과 국제 시장을 방문하였다. 부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바구길을 걸으며 경주의 방치된 건물을 해결하고 오래된 역사를 이용할 수 있

환경 프로젝트 실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기 목표과제 설정과 자발

는 관광자원화를 모색하였다.

적인 실천이 과제 실천력에 미치는 영향”
9월 한 달간 진행된 환경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기 목표과제 설
정과 자발적인 실천이 과제 실천력에 미치는 영향’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발성이라고 생각한 동아리원
들을 1, 2학년에서 2반씩 선정하여 자발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참가한 학생들의 자발성과 환경 관련 행동의 참여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
였고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깨동무 캠프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재를 볼 기회를 가지다.
7월 26~28일, 경주 일성콘도에서 경주, 안동, 서울, 공주, 고창, 수원에서 모인
100여 명의 문화유산 관련 동아리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경주 지역의 문화
재를 탐방한 2박 3일 캠프에 참가하였다. 각 지역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오청연
이 선정하는 우리 지역 세계유산 경쟁 발표 및 투표’를 통해 더 많은 문화유산
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경주에서 복원중인 문화재를 찾아가다, “월정교는 신라의 다리인가요?”
9월 10일, 2주간 준비한 자료집을 들고 경주시 부근에 있는 황룡사지와 월정교
에 다녀왔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
업을 바탕으로 조사한 월정교는 ‘국적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었다. 우리는 복원 현황보다는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비판하는 식으로 조사
를 했다. 원사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화재 복원이 정확하지 않은 것
을 보고 앞으로 추진될 문화재들은 더 많은 조사 후 시작되어야 한다고 느꼈고
사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여성의 인권을 논하다, “시대별 우리나라와 세계의 여성인권”
9월 7일, 인권을 담당한 인권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
인권’을 시대와 여러 국가별로 조사하
여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뿐
만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의 여성
인권을 사료를 통해 공부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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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문화재 복원에 대한 시각이 넓어진 것을 느꼈다. 문화재 복원 현황 및 문제점을

문화재 복원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재를 답사하고 원사료를 찾게 되었

주제로 경주에 위치한 여러 문화재를 탐사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들이 경주에서

다.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는 각각의 문화재마다 많은 원사료가 있을 줄 알았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복원을 긍정적인 시각뿐만이 너무 빠른 복원 등을 비판

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황룡사지, 월성, 쪽샘지구, 월정교는 원사료 속에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해주었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찾기도 어려웠지만 동아리원들이 힘을 모아 2주간 조사해
준 덕분에 답사도 잘 끝내고 보고서도 수월하게 썼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동아리 활동 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기 목표 과제 설정과 자발적인 실천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이 과제 실천력에 미치는 영향”라는 주제로 반 친구들이 참가하는 환경 프로젝트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를 진행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친구들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꼈

우리 동아리는 작년에는 학생과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참여 위주의 행사였다

고 앞으로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자 다짐했다.”고 하는 등 환경에 대해 많은

면 올해는 우리 동아리원들만 참가하는 학술 위주의 행사가 많았다. 학술 위주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환경에 관심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개개

의 행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문화재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인이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토론할 수 있는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지역 문화 테마에 알맞게 학교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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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젝트가 늘었으면 더 좋은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젝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학생과 경주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인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도 키워주고 문화재의 위대한 가치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길러

해야 할까요?

주는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 또 경주에는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인 ‘유네스코 어깨동무 캠프’에 참가하였

온 손님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많이 열린다. 이때 문화재를 소개하고 알리는

다. 문화유산 동아리들이 모여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서로의 학교를

부스가 설치되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함부로 하는 일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가보지 못한 고창, 수원, 서울, 안동 등의 문화재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주는 프

를 알게 되고,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유산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

로그램도 생겼으면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도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경주여자고등학교 남혜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씨앗이다.”
씨앗이 처음에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어 다른 생명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듯이
청소년 세계시민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주여자고등학교 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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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또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인권 관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있나요?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강의를 듣고, 그 아픔의 흔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박물관

1. 인권 프로젝트

을 방문하는 외부 활동인데, 홍대에 위치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그 활동

저희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대한민국으로 넓게 확장하여 적용했습니다. 그

장소로 결정되었습니다. 11월에 방문할 예정이며, 박물관 방문 이후 학생들이 위

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안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추고 갈등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주

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인권 실태 파악하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욤비’ 씨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를 시청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

2. 환경 프로젝트

를 파악하고, 다큐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담긴 의견을 공유하고 나름대로

1)	고국고 아나바다 프로젝트’ : 고양국제고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의 해결방안을 고안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인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을

다시 쓰고’를 진행하면서 아직 사용할 수 있지만 버려지는 기숙사 내 물건들의

위해 어떤 차원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프로젝트였습

수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항상 기숙사와 학교 각 층에 배치된 쓰레

니다. 활동을 진행하고 후에 소감문을 걷어본 결과, 많은 학생들은 일단 사

기통이 차 있고, 그 안에 간혹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던 것을 보았던 경험을

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캠페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토대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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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를 책갈피로 만들고, 여기서 한 사

고양 국제고의 학생들의 엘리베이터 사용 횟수를 줄임으로써 낭비되는 전력

람은 남한의 언어, 다른 한 사람은 북한의 언어가 쓰여진 책갈피를 받고 짝을

의 양이 낮추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중앙계단과 급식실 쪽 계단의 코너에 만

지어서 오면 상품을 주어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화 혹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게시하면서 학생들의 계단 사

현재 남북한의 단어를 조사하여 책갈피를 400개 만든 상태이며, 상태 점검과

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미 구입된 물품들을 바탕으로 게시물을 만들고

상품 결정 후에 각 반에 책갈피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11~12월 안에 학교에 배치해 전력 사용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3. 세계화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실천해나가면서 정말 작더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

1)	‘ GLOBAL PUZZLE 프로젝트’ : 대형 세계지도로 퍼즐을 만들고 이를

다. 고양국제고등학교 전교생, 선생님들의, 지역 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

G-BOARD에 붙여서 고양국제고의 전교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

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머리 한 구석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

젝트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와 나라의 고

치들 중 하나라도 자리 잡았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람들

유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 행동이나 인식을 한 번에 바꾸기는 정말 힘든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먼나라 이웃나라 프로젝트’ : 처음 이 활동의 계획은 동아리 내에서 개인별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작은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을 이끌어내는,

혹은 그룹별로 선택한 국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PPT

그런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하는 것, 보고서를 묶어서 YUNIC의 고양국제고 국가 백과사전을 편

예를 들어 ‘ STAIRS WITH FUN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수의 학생들이라도 계단

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나와서 국제 사

을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국가, 국제기

모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로 프로젝트가 잘 진

구 등으로 주제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학생들의 보고서

행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개인마다의 사소한 변화가 합쳐지면 그

역시 함께 묶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

것이 곧 큰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동아

기의 관심 분야에 대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국제 이슈들을 공부할 수 있을

리에서는 각 가치(인권, 세계화, 지역 고유문화 등)들마다 실시하는 프로젝트가

것입니다.

내포한 의미가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전달되어 행동의 사소한 변화를 추구하고

3)	‘1년의 독서 프로젝트’ : 교내 생활 중 틈틈이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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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IRS WITH FUN 프로젝트 : 계단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있습니다.

으로 지정된 세계화 관련 도서를 읽고 연말까지 독후감을 작성하는 프로젝
트입니다. 공통적으로 지정된 책은 ‘한국인이 아닌 세계인으로 성공하라’, ‘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빈곤에서 권력으로’ 등 입니다. 이 중 한권의 책을

저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구상해놓은 동아리

골라 읽고 세계화 시대에서 학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 계획에 맞춰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저희

4)	‘동화책 번역 프로젝트(ADRF)’ : 동화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 교육의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행동을 남들보다 먼저 실천할 것을, 그럼으로

기회가 결여된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써 다른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 동아리에서 진행해

현재 YUNIC의 모든 부원들은 함께 돈을 모아 한 달에 8만원씩 몽골의 한 아

야 할 프로젝트가 너무 많고, 학교 특성상 수행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과제 때

이를 대상으로 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동화책 배송 기간에 20권의

문에 본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번역된 책을 보낼 예정입니다.

조정하고, 실천 약속에서 다짐했던 대로 생각하며 프로젝트에 임하니 현재 나

5)	‘세계 지식관련 부스 운영 프로젝트’ : 매년 진행되는 동아리 발표회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관련된 문제를 재미있게 맞추며 학습할

름대로 계획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했고, 남아있는 프로젝트들도 구체
적 계획 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4. 지역 고유 문화 프로젝트
‘달보드레한 순 우리말 프로젝트’는 ‘남-북한의 언어 책갈피 프로젝트’로 바뀌
어 진행되었습니다. 본래 순우리말의 취지는 외래어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순 우리말의 감소를 막기 위해 순 우리말이 적힌 책갈피를 제작하여 고양 국제
고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25를 기념으로, 남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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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 번역 프로젝트(ADRF) 캠페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개별적으로, 혹은 팀별로 파트를 나누어 끝까지

동아리 부원들의 집에 있는 동화책이 부족했던 관계로 동화책을 얻을 방법을 생

열심히 번역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완성된 도서들은 2차 배송 기

각하다가 5월 18일, 전교생, 선생님

간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화책 중에서

세계 지식관련 부스 운영 프로젝트

도 후원 아이들에게 더욱 유익할 동

8월 한 달 동안, 그리고 9월 1일까지 교실 1개라는 좁지만은 않은 공간에 부

화책 종류와, 기부한 동화책의 이동

스 운영을 계획하고 꾸몄습니다. 교실을 검은색 비닐을 이용하여 2개의 공간으

경로가 제시된 광고 종이를 부착하

로 분할한 후에 한 쪽은 암실로, 나머지 곳은 정신병원 테마의 부스로 만들어

고, 각 반마다 방문하여 동화책 캠페

야 했기 때문에 온통 하얗게 덮어야 했습니다. 너무 규모가 컸던 프로젝트라서

인에 참여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학

20명의 부원들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고생했던 만큼 높은 질의 부스를

생들은 자신들이 기부한 동화책들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동아리 부원들 사이가 더

정말 좋은 일로 쓰인다는 것에 관심

가까워지고, 더불어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과 세계 퀴즈를 풀면서 재미있게 공

을 갖고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빈번한 엘리베이터 사용 방지 캠페인
3월 29일,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지, 학
생들이 생각하는 계단 이용의 이점
을 알아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적 이미지의 나무를 바탕으로
꾸미고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여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계단 사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책갈피 프로젝트
6월 24일 동아리 부원들끼리 남, 북한의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를 조사한 후에
책갈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적어도 400개 이상의 책갈피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
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그리고 분

동화책 번역 프로젝트(ADRF)

단으로 인한 언어의 분열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활동이었기

6월 10일, 동아리 부원 모두 각자 배정 받은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활동을

때문에 진행하면서 기분 좋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긴 글에, 번역하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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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2016년 한 해 동안 인권, 세계화, 지역 문화, 환경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니다. 사실 처음의 주된 목적은 위의 프로젝트를 통한 주위 사람들의 변화를 유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획 사이사이의 작은 공백(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서 저희는 다른 사람

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더

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도,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로 인해 제 때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세계지도 퍼즐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1년 동안 동아리 부장으로서 활동을 할 때 정

활동 속에서 저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시민적 소양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

말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 계획 사이에 여백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예상 밖의

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긍정적

일이 생겨도, 마무리 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변화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저희는 단순히 위

또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에 제시된 네 가지의 가치 말고도 다 같이 힘을 합쳐 활동하며 협력, 배려 등 소중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 가치를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YUNIC의 부원들은 1년간 단순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 역할을 반복할

히 학문적인 부분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움직임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엇보다도 개인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캠페인을 통해서는 학생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들에게 본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만약 엘리베이터를

게 해야 할까요?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할 경우 어떤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지를 고민해 볼

저희는 동아리 발표회 날의 ‘세계 퀴즈 부스 운영 프로젝트’와 ‘동화책 번역 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엘리베이터 사용 습관의 변화를

로젝트’를 통해 타학교(혹은 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가졌던

불러왔습니다.

것 같습니다. ‘세계 퀴즈 부스 운영’을 통해서는 전 세계 이슈들에 대한 퀴즈를

학생들은 단순히 엘리베이터 사용의 근거를 본인의 귀찮음과 편하고자 하는 욕

풀어볼 기회를 제공하였고, ‘동화책 번역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학교 동아리들

구 때문임을 자각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

과 만나 강의를 듣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현재의 진행상황을 소통하고 거기서

을 뿐만이 아니라 꼭 이용해야 하는 다친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생

동기부여가 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그들과 원활한 소통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있는 프로젝트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고 학술적인 프로젝트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

하기 위해서는 세계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일단 ‘세계지도 프로젝트’가 진행하기 정말 어려웠고, 그만큼 성공적이었던 것

도하기 위해서는 가볍지만,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더 효과적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세계지도 사진을 다운받아서 이를 분할하고, 각 조각들을

것 같습니다.

A8용지 사이즈로 맞추어 인쇄를 하고, 인쇄물을 다시 대륙과 해양의 경계대로
나누어 4절지 도화지에 부착해야 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수작업으로 실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명의 아이들이 집중하여 자신에
게 주어진 역할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일을 찾고 배려해 주어서 갈등 없이,
아슬아슬했지만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만들어진 퍼즐을 게시하고, 홍보를 하니 점심시간 사이의 몇 분 안되는 시
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헷갈리거나 어
려움을 느낀 아이들은 지리부도 책을 자발적으로 들고 와 참여를 했고, 결국에
는 5일 간 진행될 것을 예상했던 프로젝트는 2일 만에 선착순 마감되는 쾌거
를 달성했습니다. ‘세계’라는 개념과 관련된,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 활동을
‘퍼즐을 맞추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진행하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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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진, 김수민, 박진하, 임종연, 노하유, 박나연, 박현진, 유다연
윤경원, 권정원, 문유중, 송정환, 차현서, 윤현호, 이서은, 류민상
류윤상, 강가연, 김태우, 김영준, 나경민, 장윤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스스로 하는 활동을 완벽히 이해하고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

사회의 시민 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 소속 계층 간

• 꾸준한 연계활동

의 갈등, 경쟁 과열, 소수자들에 대한 무관심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양적 결과물보다는 질적 결과물을 추구

세계시민가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가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퍼져 나가고 사회 문제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독려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기

• 열정과 끈기

여할 수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생들이 세계시민가치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인재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나비효과처럼 이들의 영향력이 지역 사회와 국가전체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
하여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고찰해 나가며 높은 수준의 시
민의식을 가지도록 하여 시민의식의 결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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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세계시민교육포럼 개최

브렉시트 토론회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본, 독

10월 18일, 시민활동부에서 세계시민으로서 2016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일의 세계시민교육과 분단국가로서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세

브렉시트에 대하여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유럽연합의 형성과

계시민교육을 시작으로 경제정의, 인권, 다문화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

정과 현황, 브렉시트의 의미와 배

과 의무에 대한 발표와 활동이 진행되었다.

경, 경제적 관점에서의 브렉시트
가 영국, EU, 한국에 미치는 영
향, 세계시민으로서 브렉시트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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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조별로 조사하여 발표하였고 이
를 기초로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
다. 이를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들이 다양한 국제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
해 보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이한열 열사 기념관 방문
6월 13일,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자 이한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1980년대
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멘토링

의의와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거제도가 우

여름 방학 동안 수학 내용으로 2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를 도와주는 재능기부

리의 노력과 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멘토에 스스로 지원한 정의진, 오예람, 최훈구 3명의 학
생이 5차시에 걸쳐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로그 등 수학의 단원을 정하
고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멘티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나누는 활동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이 더불어 사는
시민이라는 가치로 하나되어 교육의 중요성과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보여주는
활동이었다.

캄보디아 후원을 위한 판매
북스포 캄보디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자치회 학생들이 W(문예창작부)가 만든
달력, 리본, 연필, 일러스트가 인쇄된 수첩 등을 팔며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덕분에 동화책 제작을 위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북스포캄보디아

세계시민교육 포럼 전시회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가 되었다.

예술에 대한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독일과 일본에 대한 강의와 함께 진행된 전
시회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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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도와주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다. 준비과정과 시간을 많이 확보하더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고 대

프로젝트 과정과 유네스코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전에는 알

화하고 배려한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극복하리라 믿는다.

지 못했던 다양한 가치들을 알게 되었다. 지속가능의 가치, 합리적 의심으로 대
표되는 세계시민가치, 국제협력 가치, 평화통일 가치, 역사문화 가치, 다문화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가치 등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이러한 가치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을 알게 되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하지만 아직 가치를 완전히 알고 있지 않다. 여러 활동을 통해서도 모든 유네스

처음으로 유네스코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고 유의미

코의 가치를 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혹은 다

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지만 분명 미흡한 점도 있었다. 외부와 소통할 수

른 학생들과 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가장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 점은 후에 프로그램

먼저 해야할 것은 가치에 대한 공부이다. 공부를 해야 그 가치를 더 잘 알게 되

을 진행할 때 개선해야 할 시항이며 주제별로 특화된 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

고 그 ‘앎’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 알게

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시민에 대해

된다. 또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그 공부를 통해 얻게 된 지식과 이해는 활동의

더욱 배워나가면서 더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수단이 된다. 뭘 알아야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나에게 ‘공부의 목적’

있다면, 더 많은 노력과 혁신을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 함께해준 친구

이자 ‘공부의 대상’이다.

들, 선배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리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가장 먼저, ‘세계시민교육포럼’을 통해서 교내에 세계시민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고양외고가 유네스코 학교라는 점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네스코 가치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
고 학생들 자율적으로 다양한 자율동아리와 자율활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는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진행하였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교,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
비를 많이 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개개인의 성숙함과 준비 또한 필수일 것이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미숙한 점이 있었다. 세계시민교육 포
럼에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실전에서 여러 번 매끄럽지 못
한 진행이 있었다. 사회자와 진행자와의 소통 부족, 방송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
한 행사의 지연, 보조 진행과 스텝들의 자기 역할인지 부족 등 여러 부족한 점
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행사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가 있거나 기기 오작동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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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고등학교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바꾼다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가길 31
지도교사
김지현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용준, 홍승연, 권혁주, 김동우, 남해인
노승유, 박주영, 이찬빈, 정민혁, 정재은
현인혜, 강서연, 김동준, 김승현, 백승희
이수민, 이화정, 임성훈, 최서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8월 19일 : 서울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국제교류반이 신청, 서울시교육청과 주

있나요?

한 EU대표부가 공동 주관하는 ‘2016 EU goes to 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리들의 프로젝트는 이미 보편화된 세계화의 개념에 맞게 다양한 문화, 문제

주한 불가리아 대사의 초청 및 한국과 불가리아의 지속가능한 문화교류에 대한

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한 것이다. 우리의 지역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아직 완

세미나 개최, 학교축제 준비

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다. 가령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인식이나

8월 23일 : 서울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국제교류반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중

미흡한 제도 또는 환경파괴 같은 것들이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팀, ‘솔롱고스’와 연계하여 ‘솔롱고스’에게서 ‘제 1차 유네

느낄 필요를 절실히 느껴,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흡하게나마 우

스코 볼런티어 다문화교육’을 이수받음

리와 같은 연령대의 선례가 되고자 했다.

8월 26일 : 광양고등학교 축제
8월 29일 : 팀 ‘솔롱고스’에게서 ‘제 2차 유네스코 볼런티어 다문화교육’을 이수받음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9월 7일 : 팀 ‘솔롱고스’에게서 ‘제 3차 유네스코 볼런티어 다문화교육’을 이수받음

국제적인 이슈를 주제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

9월 11일 : 서울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국제교류반,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재한몽골학교), 주한 몽골대사관, 서울시 광진구청과 연계하여 2010년 유네스코

인권의식과 환경보호의식을 심어주어 도덕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등재된 ‘에링 고르붕 나담(эрийнгурваннаадам; Eriin Gurvan

직접 사회에 참여하여 세계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Naadam)’을 재현한 축제에 참가하여 생소해서 잘 접하지 못했던 문화에 대해 경험함

을 갖추게 함을 목표로 하였다.

9월 13일 : 조인 어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10월 22일 : 서울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국제교류반이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

4월 15일 : SDGs의 교육수료, 생물다양성의 날에 대한 캠페인을 위한 피켓

과의 ‘솔롱고스’,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재한몽골학교)와 연계하여 양국의

제작

학생들과의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해 경복궁 견학

5월 13일 : 서울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국제교류반이 동교의 생태보전반과

10월 28일 :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의 구체적 방안의

연계하여 생물다양성의 날(5.22)을 맞아 이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

확립을 위한 모의 UN회의를 개최

6월 10일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후원을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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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U goes to school

유네스코 볼런티어 다문화 교육 + 몽골 나담축제

주한 불가리아 대사 본교 방문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솔롱고스 팀의 다문화 교육 및 재한몽골학교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국제교류반은 주한 불가리아

학생들과의 다문화 체험 활동

대사를 초청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주한 EU대표부가 공동 주관하는 「2016 EU

2016년 8월 23일부터 2016년 10월 22일까지 우리 유네스코 국제교류반은 중

goes to school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주한 불가리아 대사의 불가

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팀, ‘솔롱고스’와 연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유네스코 볼

리아 역사와 문화, 유럽연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브렉시트(Brexit)나 난

런티어 다문화교육’이라는 다문화의 정의와 개념이해에 대한 교육을 이수받았

민 문제, IS 테러 등의 국제정치 현안을 놓고 영어로 불가리아 대사와 질의응답

다. 교육을 받은 우리는 2016년 10월 22일에 광진구청,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불

진흥원(재한몽골학교)과도 연계하여 그곳에서 몽골의 대규모 전통축제인 ‘에링

가리아나 유럽연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

고르붕 나담(эрийнгурваннаадам; Eriin Gurvan Naadam)’을 재현한

제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봄으로써 국제정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축제에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그곳의 학생들과의 소통과 양국의 문

있었다.

화, 사회, 환경 등의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서로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만
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초석으로 우리는 여태껏 잘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그래서 생소했던 몽
골이라는 타국의 문화, 사회,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다문
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창덕궁 후원 탐방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바꾼다 - SDGs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유네스코 국제교류반 학생들은 ‘조선 정원의 아름다

광양고등학교 가람제 - 축제 부스 전시

움의 으뜸’이라 불리는 후원을 탐방했다. 후원은 왕과 왕실 가족의 휴식을 위한

20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성

공간이었지만, 왕이 주관하는 여러 가지 야외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다.

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

골짜기마다 정원이 위치해 있는 후원은 부용지, 애련지 같은 연못, 아담한 규모

의 하에 발표되었다.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개발

의 정자들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다.

목표(SDGs)를 포함하고 있는 2030 개발의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후원을 탐방하면서 학생들은 조선 시

표방하며, 현재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인식하고,

대 왕실의 생활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해소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고민을 SDGs와

아름다운 우리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이행수단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SDGs는 특정 국가나 집단만의 목표가 아닌 지구촌 전체가 이행해야 할 보편

교내 캠페인 -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적·전환적·미래지향적인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 때문에 세계시민으로서, 미래

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국제교류반은 교내 생태보전반과 함께 자연과 생물종

사회의 주역으로서 광양고등학교 학생들이 SDGs를 인식하고 SDGs에 내재되

다양성 보존을 위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생활 속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

어 있는 ‘우리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을 이해해야 할 필

엔이 지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5.22)에 맞춰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 학교

요가 있다고 느껴 우리 유네스코 국제교류반은 SDGs를 주제로 학교 축제 부

정문과 후문, 급식실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유네스

스 전시에 참가했다. 학생들에게 SDGs라는 주제가 다소 어렵거나 관심을 끌기

코 국제교류반과 생태보전반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생물 다양성의 정의, 생

에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SDGs의 17개 목표를 환경, 생활, 인권, 평화 등

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

의 4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여 관련 퀴즈나 게임을 진행했고, ‘SDGs 포토존’과

로 조별 토론 활동을 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 피켓을 제작하였다.

‘UNESCO에게 말합
니다’와 같은 학생 참
여를 유도하는 프로
그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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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국제

예상 외로 성공적이었던 것은 축제의 부스 운영이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멀다고만 생각하고 소극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관심을 가져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축제 부스 운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다른 일들을 해내고 추진을 얻을 수 있다

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부스 운영과 진행했던 유네스코 카페는 다소

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동아리 부원 모두 여러 캠페인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아쉬웠지만, 다른 학생들은 만족스러워하며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성공요인은

토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

SDGs의 컨셉에 맞게 교실을 잘 꾸며놓은 것에 있는 것 같다. 또한 친구들의 창

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의적인 활동의 구성도 성공에 이바지한 듯하다.

적극적인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게 되어 자랑스럽다.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

예상 외로 어려웠던 활동은 다국인 인터뷰 진행이었다. 질문지를 만들고 외국

에서는 더 큰 적극성을 갖고 세계시민의식 홍보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 모두 어려웠다.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그 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려움을 극복해내었다. 모두가 처음 해보는 활동인지라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것 같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교내 학생들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들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게 되도록 하는 변화를 주었다. 동아리 부원들을 비롯한 많은 교내 학생들에게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생소했던 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 홍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하는 데 성공하였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는

제 3국의 끔찍한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며 SDGs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기

데 그러지 못했다.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기획하였으나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

여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대해서도 캠페인 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평등의

한 것들이 있어 많이 아쉬웠다. 또 교내에서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

실현에 기여하는 그들의 실천들을 이끌어냈다.

회와의 관계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점도 아쉬운 점 중 하나이나 우

다른 동아리와의 협력을 통한 캠페인 진행을 통하여도 학교에 새로운 풍조를

리의 프로젝트의 초점이 애초에 교내 학생들의 의식 일깨우기였기 때문에 그

만들어냈다.

점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의 친구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캠페인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더 가져달라는 것이다. 캠페인 하는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라도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더 많은 친구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야 할까요?
SNS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
우리의 활동이 교내에 홍보하는 데만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한글날 행사와 같
은 프로젝트는 다른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해보고 싶다. 학교를 넘어서 광진구
내 주민들에게도 캠페인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더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방안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활동
을 나이대 별로 접근성 있게 기획하는 방법이 있다. 그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고
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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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백운고등학교

한울혜윰 - 우리터전의 생각
학교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250 광양백운고등학교
지도교사
손소영 선생님, 이정숙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서영, 김지환, 이서영, 김지환, 김현령, 안소빈
류가영 , 김단비, 양정운, 윤신정, 양은지, 한경용
손유진, 이유진, 김주영, 김다빈, 최 선, 최태주
임현구, 최대휘, 김아영, 조유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지역고유문화

있나요?

경기도나 수도권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전라도는 과거와 비교해서 더딘

인권

발전을 보였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전라도가 전주한옥마을, 순천드라마세트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권과 학생권 문제를 우리 동아리가 좀 더 유

장, 순천 정원박람회, 광양매화축제 등 많은 홍보로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동아리가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문화

진행하면 지역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
 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광양시 시민 분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는
데 기여를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넓은 포용력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및 긍정적 인식을 함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와 문화체험을 통해 지역문화를 바로 알고 그 내용을 바탕

환경

으로 저희 백운고 전교생뿐만 아니라 지역시민에게까지 관심을 유도할 것입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많은 캠페

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인 활동을 하면 깨끗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우리는 문화의

세계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와 세계화 사회에 대한 넓은 포용력 및 긍정적 인식을

세
 계로 뻗어나가는 백운인이 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문화 교류 활동을

함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면 많은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랑스런 백운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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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2016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요즘 인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다룸으

4월 23일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적인 감각과 인식을 심어주기 위

로써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바라는 마음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을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이란, 네팔, 모로코인들과 함께 그 나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평소 학

미
 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매

생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 중요합니다.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편견을 바로잡
고 타국의 문화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돕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우
 리 학교에서 키우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학교
주변의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가 EM용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
우리 학교에서는 CCAP라고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을 실시하는데 외국
인과 함께 문화교류를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서로 이해하길 바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고유문화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잊혀져가는 우리 고장의 전통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누
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계가 하나가 되는 지금 이 시

헌법 사랑 UCC 공모전

점에서 우리 세대의 학생들은 보다 더 다양한 나라로 뻗어나가 일을 하게 될텐

5월 16-27일 까지 ‘헌법 제 2조 1항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데 그럼 우리들은 자국과 내 고장에 대하여 좀 소홀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한다’를 주제로 UCC촬영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법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고장, 나의 고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길 바

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지킬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 다문화서비스 지원 공모사업 신짜오 베트남!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5월 21일~7월 9일 까지 광양시립 도서관 다문화 가정부의 지원으로 자원봉사

•약
 8주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하기(교육봉사, 우리문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약 8주간 조를 나누어 다문화 봉사를 진행하

화체험 등)
• Dream 캠페인하기

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게 소통하며 저희도 성
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탐방하기
• EM홍보캠페인
• 광양시 주최 축제 최대한 많이 참여하기
•전
 주남부시장 청년몰과 전주 한옥마을 탐방 후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인권 UCC촬영
• CCAP활동

2016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전남 공동행동
-아동/가정폭력 예방캠페인
8월 13일 광주 충장로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변을 꼭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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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AGAIN’이 쓰여진 팔찌를 무료로 나눠주고 우리 학생들도 자신 주변에

광양알리기-정병욱가옥

혹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인 동주의 유고시집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 광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기
만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언급이 크게 되지 않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

광양알리기-매화마을

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

광양의 가장 큰 자랑인 매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매번 가는 매화마을이지만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여서 더
욱 좋은 경험이었습
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매화마을을 찾아주었
으면 하는 바람이 있
습니다.

광양알리기-이순신대교
광양과 여수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정말 크고 높았습니다. 건널 때는 몰랐으
나 막상 내려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
에서도 인정한 다리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

광양알리기-느랭이골

습니다.

낮에는 청량한 하늘을 밤에는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싶다면 느랭이골로! 자연
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양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의 목적
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양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쁘게 사진
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예쁜 하늘과 푸른 소나무들 덕분
에 좋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광양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광양알리기-옥곡시장
광양에서는 4일, 9일 옥곡장이 열립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여행한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역시 장터의 인심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보단 대형마트를 선호하지만 저희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
다. 그래서 시장에 방문하여 상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으며 장

광양알리기-김시식지

터의 인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먹는 김의 시초가 광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웠
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이 우리 고장인 광양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가장

다 DREAM 활동

맛있다는 것에 자부심

10월 18일 야간자율학

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습시간을 활용하여 전교
생을 대상으로 세계 여
러나라의 전통의상을 입
어보고 문화를 체험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수
용에 대해 알려주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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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습니다. 매주 봉사를 할 때마다 카페에 게시글을 올려 많은 지역사람들이 우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동네에도 이렇게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음을 알리고 만나게 되면 반갑

저희의 이번 목표는 ‘나의 변화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였습니다.

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매번 활동을 할 때마다 SNS에 올

1,2학년 총 20명의 학생들이 각자 변화가 된 부분은 다르겠지만 CCAP활동과

려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

다문화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우리가 평

력하였습니다.

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타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
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좀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DREAM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생각 변화를 전교생의 생각 변화로 넓혀가는 계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UCC를 촬영하면서 다양한 법조항을 알

다DREAM 캠페인 : 원래 계획은 한사람당 한나라의 의상만 입고 소개를 받을

아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나칠 만한 법들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지만 예상외로 진행이 수월하게 되어 한 사람이 여러나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

라의 의상을 입고 소개받음으로써 우리 주변나라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역인 ‘광양’을 탐방해 보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양에 새로운 곳을 알게 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어 달력을 제작하면

광양을 알리기 위해 매주 돌아다니려고 했으나 찾아보니 광양시티투어 버스가

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행이 되고 있어 2주에 걸쳐 광양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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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광양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시립도서관의 도움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 2시간씩 시간을 가질 수 있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저희의 이번 목표는 나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활동을 주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하고 UCC를 만들고 달력을 제작하는 등 단지 동아리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전교생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마칠 때마다 SNS나 동아리 카페에 게시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볼

우리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동아리 내에서만 하고 끝내기보단 더 많은 학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생들과 함께 시티투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다문화 가정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행사를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아이들도 자부심을 가지게 될 좋은 기회가

해야 할까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광양시립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봉사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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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고등학교

일렉트로닉 쇼크!!
학교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달여길 50
지도교사
이송이 선생님, 전민정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종훈, 필감빈
오찬원, 김대영, 명동주, 설진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모든 내용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천한다.

평소 우리 학교에서 낭비되는 에너지와 급식잔반이 많다고 생각되어 매년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가진다.

낭비되는 전력, 수력, 잔반처리 비용들을 행정실로부터 조사한 결과 약 1억

•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반 소등을 한다.

원 이상의 큰 비용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

•	에너지 지킴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낭비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

라 모든 지역 학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학교를 포함한 지역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인
식뿐만 아니라 직접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도록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어나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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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다.

자원 낭비의 심각한 실태 알리기!

주변에 부착하였다. 이를 통해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마다 적정온도를 확인하
8월 19일, 군산동고등학교 ‘유네스코

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내 적정온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매

시사웅비’ 동아리 부원들과 심각한 자

달 전기세를 줄일 수 있었다.

원 낭비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 제작
활동을 했다. 많은 잔반들과 과소비하

빈 그릇 운동!!

는 수자원, 전기 자원 등의 낭비의 실

10월 4일, 군산동고등학교 ‘유네스코 시사웅비’의 지도를 받아 동고등학교 급

태를 전교생에게 알리고 과소비를 줄

식실에서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하였다. 이 활동은 전교생이 하루라도 모든 급식

이기 위해 활동을 했다. 전교생이 급

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의 결과로 10월 4일에는 대부분의 학

식시간마다 이 포스터를 보며 실태를

생들이 최소한 밥과 국은 다 먹어 대량의 잔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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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자원 낭비와 과소비를 조금이나마 줄
일 수 있었다.

전기절약 캠페인, 일렉트로닉쇼크!!
7월 14일, 군산동고등학교 ‘유네스코 시사웅비’ 동아리 부원들이 학교에서 불
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와 자원을 아끼자는 취지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문 앞
에서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였다. 이 활동으로부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낭
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캠페인을 하기 이
전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냉/난방기는 오늘은 그만!!
9월 16일, 군산동고등학교 ‘유네스코 시사웅비’의 동아리 부원들과 선생님이
자신이 속해 있는 반의 냉/난방기를 하루종일 틀지 않는 활동을 하였다. 이 활
동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총 24학급과 3곳의 교무실의 냉/난방기의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하루 동안의 전력소비량을 최소
화 할 수 있었다.

냉/난방기 과다사용을 막는 적정 온도 스티커
7~9월, 군산동고등학교 ‘유네스코 시사웅비’에서 실내 적정 온도를 알리는 스
티커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스티커들은 교실과 교무실의 냉/난방기의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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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부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부터가 아닌 우리 모두를

해야 할까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는 공동체가 아

지역분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군산 전북외고, 익산 함열여고, 전주 신흥

닌 나를 먼저 생각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우리 반을 생각

고과 SNS를 통해서 전체적인 소통을 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직접 만나

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를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서 소통을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

는 조금 더 SNS를 활성화시키고 같은 지역 학교끼리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과정은 나뿐만 아니라 전교생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고 생각한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주변의 변화에 충분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급식잔반 처리, 에어컨/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율이

터 실내 적정온도 맞추기, 그리고 불필요한 전등과 콘센트 뽑기라는 캠페인 활

낮을 것이라고 생각됐지만 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노력과 진심을 다해서 캠페인

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치도록 도왔다. 또한 사용

을 진행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물론 어려웠던 점은 캠페인을 진행하다가

하지 않는 전기콘센트 뽑기, 먹을 만큼만 배식받기, 꼭 실내적정온도를 유지하

막무가내인 학생들과 마찰이 생겼지만 프로젝트 진행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여

기라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에너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소비 줄이기 도움이’가 되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각 학생들의 가정과 우리 지역
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동아리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교생과 지역 사람들이 프로젝트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활 짝 열려진 창이다.”
내가 원하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군산동고등학교 김준형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영화배우이다.”
청소년세계 시민이라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계와 문화를 접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군산동고등학교 이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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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자고등학교

우리가 사는 세상 The Earth
학교주소
부산시 중구 대청동 1가 샘길 14
지도교사
권부연 선생님

학생구성원
임예원, 곽현정, 고하영, 손수민, 오보민, 전흐원, 배은혜, 오지민
한지현, 김주연, 배유진, 김수진, 신지연, 정수현, 서은진, 정혜윤
김화영, 김소연, 송효진, 하현주, 권연경, 박서희, 김지은, 방지원
한지영, 김수민, 윤재은, 임이완, 김예원, 이지윤, 손현지, 임예원
신유정, 나유빈, 신은진, 초진실, 곽현정, 김채림, 김다희, 전희윤
김은빈, 이제니, 조소영, 김효빈, 안지원, 나다경, 최지희, 김수연
오가현, 이소희, 홍재원, 황혜경, 정소영, 김민하, 김유진, 전채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 먼저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라는 모토를 가

있나요?

지고 많은 사람들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

저희 남성여고 ‘우리가 사는 세상 THE EARTH’ 프로젝트는 주로 학교에서

하였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FLEA MARKET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물품들을 기부받아서 아주 저렴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가격으로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기부하였으며, 세

• 나보단 남의 의견 더 많이 들어주기

계시민공동행동의 연장선으로 실시한 희망 나눔 캠페인은 학생들의 불안감

•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모토 갖기

해소의 일환으로 희망 나눔 팔찌 판매, 희망의 메시지 적기 등을 통해 학교

•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기
• 항상 매순간 최선을 다하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알
리고자 하였고, 우리 동아리가 먼저 나서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봉사나 캠페인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29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유네스코와 MRA와 함께하는 환경 봉사
5월 14일, 남성여고 유네스코 동아리와 MRA 동아리가 함께 학교 환경 정화를
위한 환경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환경정화가 아닌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렵고 많이 더러운 곳의 사진을 찍어 전교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여 저
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환경 문제에 대해 내 주위의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자라
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부산·경남 세계시민 공동행동
8월 13일, 부산·경남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부산 시민공원에서 청소년 불안
감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앙케이트 조사, 격려문자 보내기, 당
장 하고 싶은 일 적기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산 시민들과 함
께 청소년의 불안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유엔공원 참배 행사
6월 6일 현충일, 부산 남구 유엔 기념 공원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과 함
께 6.25 전쟁용사 참배 후, 관련 영상 시청 등을 하였습니다. 유엔 기념 공원에
서 여러 국가의 용병들의 살아생전의 유품들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특히 가족
에게 쓴 편지들이 가슴에 와 닿았고 정말 그들의 업적과 희생을 부원들과 함께
다시 유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와 MRA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
8월 29~31일, 남성여고 유네스코 동아리와 MRA 동아리가 함께 세계시민 공
동행동의 연장선으로 등교시간, 점심시간에 국기게양대에서 공동행동 때 실시
한 앙케이트 조사를 기반으로 희망 나눔 팔찌 판매, 희망의 메시지 적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항상 옆에 있고 도
와줄 수 있다’라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남성여고 유네스코 FLEA MARKET
7월 13~15일, 유네스코 기부 모금의 일환으로 점심시간 학교 국기게양대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기
부 모금은 약 27만원이었으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원하는 물건도 가지면서 기
부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알찬 프로그램인 것 같다든가 참 좋은 것 같다는 등 반
응이 참 좋았고, 다른 학교에서도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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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무엇보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행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무래도 FLEA MARKET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하니 제가 하는 행동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유네스코 장으로서 동아리를 이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수익금도 점점 늘어나고 기부되는

끌도록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품들도 많아져서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실시해도 반응이 좋을

비록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극복하기 위해 부

것 같았습니다. 예상외로 어려웠던 것은 세계시민 공동행동인 것 같습니다. 부

단히 노력하여 프로젝트에 열심히 집중하기도 했고, 결과물을 보고 또 많이 성

산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남 학생들도 함께 하다 보니 거리가 멀기도 하고 소통

숙해진 자신를 보니 정말 뿌듯하고 뜻깊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았던 것 같습

하기도 어려웠던 것 갔습니다. 또한 서로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아 준비하는 시

니다. 이젠 세상의 변화를 만들며 변한 우리들을 보고 더 잘할 수 있는 확신과

간이 촉박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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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더 잘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저희 남성여고 ‘우리가 사는 세상 THE EARTH’ 프로젝트는 주로 학교에서 전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학업과 프

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로젝트를 함께 병행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프로젝트 부원들이 힘이 들었던

특히 유네스코 FLEA MARKET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물품들을 기부받아서

것 같습니다. 저희 유네스코 동아리는 거의 시험기간을 피해서 하려다 보니 학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기부하

수업시간, 야자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공동행

였으며, 세계시민공동행동의 연장선으로 실시한 희망 나눔 캠페인은 학생들의

동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OB선배님들의 조언, 타 학교 프로젝

불안감 해소의 일환으로 희망 나눔 팔찌 판매, 희망의 메시지적기 등을 통해 학

트 구체적인 예시 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교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동아리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뜻 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의미 있고 뜻 깊은 행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게 알리고 도움
을 줌으로써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고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를 합시다.’ 처럼 단기간
영향을 주는 캠페인 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캠페인을 하도록 희망 팔찌를 낌으
로써 등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연결고리이다.”
하나와 다른 하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처럼 나와 세계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남성여자고등학교 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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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고등학교

학생들의 물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젝트
학교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 4로 60번길 24
지도교사
강성민 선생님

학생구성원
윤고은, 김예람, 김지현, 박지은, 양희재, 조승범, 한슬기
정수현, 김국진, 나윤서, 문가영, 박원영, 김준희, 서희재
김선민, 박건영, 강재성, 조호정, 유서진, 도영리, 김형렬
정다운, 최지원, 최성광, 장도원, 황재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물 부족 국가에 대해 알아보는 빙고 게임 활동하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 프로젝트 실천 전 후의 원인과 결과의 나무 비교해보기

하여 일어나는 학교 구성원들의 물 낭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 물 절약 다짐을 적어 나만의 양치 컵 만들기
• 물 절약을 통한 생명 살리기 (식물 심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생들의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물을 낭비하는 습관을 개선하
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전체 물 사용량을 줄이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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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국가에 대해 알아보는 ‘BINGO Game’

물 절약 다짐 컵 만들기

10월 19일, 유네스코 구성원과 전교생 중 신청자 학생들과 함께 물 부족 국가에

10월 19일, 유네스코 구성원과 전교생 중 신청자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물 절

대해 알아보고 물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빙고 게임 활동을 하였다. 물

약 실천을 위한 다짐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풍요 국가, 물 부족 국가, 물 기근 국가들을 제시하고 그 중 학생들이 물 부족 국

새롭게 다짐하게 된 내용들을 컵에 적어 만들고, 이를 양치 컵으로 활용하여 프

가라고 생각되는 국가를 선택하여 빙고 판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로젝트 후에도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대한민국, 싱가포르와 같은 실생활에 물을 흔히 볼 수 있
는 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물 부족이 우리와도 밀접한 상황이라
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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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물 절약을 통한 생명 살리기
모두와 함께하는 ‘원인과 결과의 나무’

10월 19일, 유네스코 구성원과 전교생 중 신청자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씨앗을

10월 19일, 유네스코 구성원과 전교생 중 신청자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실천

심는 활동을 하였다. 당일 하루 동안 낭비한 물의 양과 식물을 심는데 사용한

전 ‘원인과 결과의 나무’와 프로젝트를 마친 후 작성한 ‘원인과 결과의 나무’를

물의 양의 비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물 낭비 실태와 더불어 물의 가치를 깨달을

비교하며 프로젝트를 통하여 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후 ‘원인과 결과의 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더욱 길게 뻗어 나갈수록 우리
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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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참여도였

되었다.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스스로 칭찬과 반성 등 나를 되돌아 볼 수

다. 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물이라는 요소에 흥미를 가질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바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의 가

데 오히려 항상 접하는 만큼 더 흥미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던 것 같

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다.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것은 학교 일정의 변수가 많아서 프로젝트를 계획대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날에 맞추어 직접 구성한 강연과 함께 진행하였다.

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 일시를 한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프로젝트 제목과 같이 학생들의 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데 영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향을 주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물 낭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었고 학교 전체의 물 사용량이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또한, 활동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제 도입부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싶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

다. 아직은 남악고등학교라는 작은 단체의 변화이지만, 현재 나부터 실천하여

울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활동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이뤘고 앞으로 이를 통해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활동을 실천하기 전 사전에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할 계획, 그리고 다양한 변수
들 또한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미리 세워두는 것 등의 보다 더 완성도 높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은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완해야 한다고 느꼈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하여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였
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이 본보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림과 동시에 이를 통해 느낀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나가야한다고 생
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변화의 주체이다.”
진정한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남악고등학교 윤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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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고등학교

지구야, 웃자
학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73-9번지(내동)
지도교사
정규연 선생님, 정은지 선생님, 김주환 선생님

학생구성원
정세희, 함영범, 도학용, 심상욱, 양인석, 임기배
이건호, 정세희, 조남경, 함영범, 김원중, 임민교
전진영, 이상연, 정찬이, 윤여권, 임동현, 김태웅
신동혁, 강동윤, 유하성, 윤지인, 조용빈, 임형섭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가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있나요?

해보고 싶었다. 또한 세계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환경과 문화는 경제 논리에 밀려 뒤처

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 실천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지역 문제에 큰 관심을 가

지고 외면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사소하게

지는 세계시민적 자질을 기르도록 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서 활동으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면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획하였다. 꾸준

로 학생들의 활동이 피드백을 받고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 학교 내 환경 정화활동을 통하여 전교생에게 작은 실천을 보여주고 싶었
다. 또한 지역 탐방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학생들 스스로 가치있다고 느끼

프로젝트 주제 선택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

고 주축이 되어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자 싶었다. 이러한 활동 중심의 프로

했습니까?

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몸소 느끼고, 경험하여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	텃밭을 가꾸며, 생물존중의식을 기르고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을 기를 수 있고, 결국 지역의 주체인 학생의 가치관이 성장하면 지역 문제

•	세계의 주인은 스스로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로 대처하며 책임감을 가진다.
•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통해 갈등상황을 예방한다.
•	분리수거 하기, 지나가던 쓰레기 줍기 등 사소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

처음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 환경을 보전하는 자세를 기른다.

유네스코 동아리 일원만이 아니라 전교생 모두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다. 사소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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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계획 ]

아동인권 교육 실시 ‘꿈찌 팔찌 만들기’

세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이천에서 열린 ‘유네스코 모의 총회’에 지원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유네스코 동아리 및 희망 학생들이 아동 인권 교육 동영

하여 선정되어 참석했다. 각

상을 시청하고, 아동 노동 반대에 대한 포스터를 그리고, 꿈지 팔찌 만들기 활동

국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입

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

장이 되어 토론을 하여 다양

동 노동에 대해 깊이있게 생

한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뜻

각해보는 계기를 가졌고, 세

깊은 경험이 되었으며, 결의

계 문제에 대한의식과 공감

문 작성하는 법을 배워 인상

을 하면서, 아동 인권문제 해

깊었다.

결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진로와 연계된 ‘지구촌 문제 발표’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분야와 연계된 지구촌 문제를 웹과 서

수원 탐방 ‘유네스코 탐방 캠프’

적을 통해 스스로 선정하고, 탐구하여 학우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네스코 동아리 일원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유네스코 문화재인 수원 화성 일대

발표하는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며, 문제를 해결하

를 탐방하고 맵핑 활동을 하였다. 수원의 재래시장, 통닭골목, 화성, 행궁, 서장

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토

대를 탐방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원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스

의하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

마트폰을 통해 루트를 제공하는 구글 맵을 활용한 맵핑 활동을 실시하였다. 단

다. 세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

순한 루트가 아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곳, 장애인이 오르기 힘든 곳 등을 맵핑

제기로 의식적 태도를 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입장을 느꼈다. 맵핑 지도를 sns를 통해 공유하

수 있었다.

고 홍보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지도에 대한 흥미를 기르는 시간이었다.

생명 존중 체험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

독도 다시보기 ‘독도 만들기와 탐구’
유네스코 동아리 일원들은 창체

작년에 이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입체도를 직접 제작하여 독도의 지형을

동아리 시간 뿐 아니라 일상에서

익히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독도 강연 및 토의활동을 통하여

의 시간을 활용하여 본교의 학교

독도의 가치를 느끼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근거를 탐구하여 영토

텃밭에 직접 땅을 일구고, 토마토,

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지, 등의 모종을 심는 시간을 가
졌다. 땀을 직접 흘리면서 노동의

공정여행 ‘세계 지도 여행루트 만들기’

가치를 배우고, 인내심을 길렀으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으로 팀별로 여행루트를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단순한 여

며, 직접 수확의 과정을 체험하면

행이 아니라 공정 여행을 알아보고, 기존여행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하

서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

게 고민해보았다.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알아보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

는 소중한 체험을 하였다.

게 되었다.

학교 환경 정화 활동
본교 자율동아리 심봉사는 환경 개선의 심각성을 느끼고, 교내에 구석진 곳의
쓰레기를 매주 주도적으로 줍고, 분리수거 활동을 하였다.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봉사를 실천하면서 즐거움을 느꼈고,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세계시민으로 성장 ‘유네스코 모의 총회’
유네스코 동아리원 중 3학년 학생들 4인이 평소에 세계지리 과목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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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학교에서 유네스코 동아리가 창체동아리로 조직되어 주도하고 계획할 수

창체동아리는 전 학년 23명 정도가 모인 단체이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학년

있다는 점이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연속적으로

이 다르기 때문에 획기적이고, 즐거우면서 유익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해왔던 유네스코 활동에 본교 학생들은 익숙해져 있기에 무리없이 실천하는 모

고 실천을 하는데 의사소통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

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동아리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던 활동은 학교 텃밭 가꾸

해 후반부에는 서로 친밀해져 구성원들 간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사

기 활동이다. 더운 날 땀을 흘려가며, 텃밭을 고르고, 비료를 뿌리고, 도랑을 만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의견을 제시하

들고 비닐로 덮었다. 이후 모종을 심을 때만 해도 힘들었지만, 열매를 맺는 과

여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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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정을 지켜보면서 뿌듯하고, 농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또 꿈찌 팔찌 만들기와 아동노동 반대 영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상을 보면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항상 모든 일에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밖에도 여행루트 만들기, 탐방 등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환경과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문제의

담당 선생님이 바뀌어 방향이 바뀌기도 하였고, 정보 탐색에 어려운 점도 많았

식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학교 간 네트워크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지방
은 학교간 거리가 멀고 교류가 힘들어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다양한 활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동에 대한 아이디어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모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의 총회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면 더욱 큰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에 주변 지인들과 가족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유네스코 학교에 대한 많은 홍보활동으로 학생들 중

들이 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스스로 더욱 적극적으로 주변 문제

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에 대해서 참여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성격이 밝아진 것 같다. 또한 유네스
코 동아리와 심봉사 활동을 통하여 학교 학생들이 텃밭을 가꾼 일과 환경 미화
를 하는 일에 대해 격려를 보내주어 보람을 느끼고 즐거웠다. 활동을 한 친구들
도 함께 협력하여 하면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좋았다. 또한 실제로 쓰레
기 줍기를 통하여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텃밭을 가꾼 열매가 수확량은 적었지
만 주변 사람들에 활력을 주기도 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 모의 총회를 다녀와서 여러 학교들의 열정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우
리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다른 학교의 활동을 접하고 많은 아이디어
를 얻는 경험도 하였다. 서로 토의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젝트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 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더욱 즐겁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되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
간 거리가 멀기에 소통에 있어서 어렵지만, 인적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내 활동이 많아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힘든 점이 많았다. 그래서 SNS를 통해
주변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탐방 루트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런 방식을 활용하여도 좋은 소통이 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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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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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가꾸는 공원을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캠프를 통해 외국인과 소통하

있나요?

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논산대

저희 학교 뒤에는 봉화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못, 늪 등 다양한 자연환

건고가 국제적인 학교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이 있어 활기를 띄었지만, 지금은 시에서 매립하여 연못과 늪이 사라졌습
니다. 이 때문에 자연의 회복력과 순환력이 감소되어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과 함께 프

•	정기적으로 모여 텃밭과 연못을 관리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각 당번을 정해 돌아

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그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때문에 적지 않

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 학생들이 배운 영어를 실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외국어의 사용에

•	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낭비를 줄이도록 합니다.

대한 두려움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학교

•	연못 조성 사업 당시 심은 연꽃을 꾸준히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주변 환경 정화

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합니다.
•	매달 주어지는 동아리 시간을 사용하여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세계시민으로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뒷산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자 합니다. 연못과 늪 바닥의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그곳에 새로운 연못과
텃밭을 가꿀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충과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들과 친구들이 언제든지 나들이를 갈 수 있는, 학생이
238

집니다.
•	글로벌캠프 시기에 참여하는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가져 각 국의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학교 뒷산 연못 만들기

텃밭가꾸기 결실

4월 4일, 유네스코 동아리 회원들이 연못 가꾸기를 위해 연근 심기 설명을 듣고

2016년 6월 학교 뒤뜰에 방치된

있는 모습입니다. 연못에 관상효과를 기대합니다. 과거에 없어진 연못이나 늪 등

텃밭을 가꾸고 마늘, 고추, 상추

을 대신하여 수중 생태계 복원의 장소가 되도록 합니다.

등을 심어본 결과 새싹이 자라나
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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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교육의 일환으로 미국 조지아대학생과 교류활동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위한 미국
조지아대학교 학생 24명과 7월
5일부터 한 달간 활동시작 오리
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연근 심고 변화되는 모습

세계문화이해교육 교류활동

연근을 심고 3달 뒤 연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방치된 불모의 땅에서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위한 미국

생태계가 복원되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조순 교수님 특강을 해주셨습니
다.

만개한 연꽃의 모습
2016년 9월 9일 연못에
만개한 연꽃을 보면서 우
리들이 자연 복원을 아름
답게 해냈다는 뿌듯함을

세계문화이해교육

느꼈습니다.

2016월 7월 21일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위한 합동 일본어 수업을 개최하였고
7월 22일은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서현숙 팀장님의

텃밭가꾸기 시작

강연과, 7월 29일에는 세계문화

2016년 3월 학교 뒤뜰에 있는 방치된 텃밭을 가꾸기로 결정하고 땅고르기를 시

이해교육을 위한 한복체험활동

작하고 마늘, 고추, 상추 등을 심었습니다.

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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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의 목적인 환경개선 과정 중 봉화산의 활기를

환경 개선과정에서 뒷산의 황량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고 개선하는 과

되살리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여럿이 분담하여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에서 새로 심은 식물이 말라 죽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느꼈고, 그 분담의 과정과 일을 할 때 조원과의 의사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조원들과 역할 분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원과의 협력을 통해 극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야 한다는

복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캠프 때 대다수 학생들이 서로 서먹했는데, 시간이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책임의식에 따른 환경 보호가 생각만

지나면서 서로 친해져서 외국인과의 조별활동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캠프를

으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써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성공의 요인은 먼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세계화 부문에서는 글로벌 캠프 때 외국인 대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와서 다양

외국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시작으로 영어가 잘 되지는 않아도 대화를 통해

한 활동을 하면서 문화나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바라보

서로의 오해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고치면서 더욱 더 거리가 가까워지게 된

는 인식 또한 대화를 통해 알게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있던 세계의 상황을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좀 더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환경 개선으로 봉화산의 활기를 살리는 과정에서 봉화산에서 가끔 산책을 하시

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봉화산의 상태를 먼저 조사해야 함을 느꼈고 글로벌 캠프

는 선생님들께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선생님들에게 자신 주변의 환경에 대한

때에는 외국인들의 숙소 등의 상태를 조금 더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

관심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부모님께 알려 드려서

교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참를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발적

우리 집 주변의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으로 하면서 지역사회가 유네스코 활동을 학교에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화와 세계시민의 의미를 더 깊
게 알 수 있었으며 부모님께서도 세계의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외
국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잘못된 점을 애기해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산의 다른 학교에 이 프로젝트를 소개함으로써 그 학교 주변의 환경보존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좀 더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다중매체(예를 들어 : youtube)
등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캠프 활동도 다
중매체에 소개함으로써 세계 모든 이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능성이다.”
매립사업으로 없어져버린 늪과 연못이 되살아나며 해충과 악취가 줄어드는 결과를 통해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능성을 체험했다.
논산대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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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등학교

세계시민이 되자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53길 32
지도교사
손정현 선생님, 전주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권도임, 권지민, 박규민, 서연정, 이인성
장윤정, 김준수, 이정민, 김홍주, 김희정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능하면 친절히 답해 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한다.

뿐만 아니라 이젠 태어난 국가가 별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외국으로 점점 더

•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

많이 이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남을 편하게

•	깨끗한 거리 만들기와 질서의식을 염두에 두고 실천한다

할 뿐 아니라, 나도 편해지는 길이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여러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나 자신의 이웃, 특히 좀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왔으니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의 애로사항을 보살펴 준다면 후에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반대로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세계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양식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 노동자 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예컨대 길이라도 더 친절히 가르쳐주고, 미소로 그들
을 대하려고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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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 프로젝트 평가하기 ]

2016년 5월 11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하였

CCAP활동으로 만난 중국인 시모 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다고 생각하나요?

및 전세계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우리에게 큰 감명과 자극을

1년간 내가 크게 변해서 전보다 아주 훌륭해졌다고 말하긴 힘들다. 다만 세계시민이라는

주었다.

말에 대하여 인식은 좀 달라졌다. 전에는 한국 사람은 한국 상황에만 맞게 사는 것이 좋다
고 생각했었다. 왠지 한국에 살면서 세계시민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것이 솔직하지 못한 태
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
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라가 다르면 관습이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동안
너무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즉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가지는 공통적
인 가치관이나 행복에 대한 욕망을 인정한다면, 우리와 외국인이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세계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2016년 9월 7일

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대구야구장에서 대구 유네스코 연합 봉사활동을 벌였다. 새로 지어

부족한 내가 주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까지 부모님이나

진 라이온즈 파크의 모습이 멋있었다.

선생님과 많이 이야기해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다면 변화는 분명히
꽤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고보니 세계시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선
생님 및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이런 주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다른 학교, 지역사회와는 딱히 대단한 소통이란 것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다. 다만 교
회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런 소통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실천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큰 소통도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

16년 10월 12일
CCAP 활동날 미국인 유학생과 통역 대학생을 초청하여 미국문화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었다.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 동아리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지
금 생각해보니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했던 것
같다. 30명이 넘는 동아리에서 의견을 수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친구에
게 말을 걸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는 자세
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이를 경험 삼아 앞으로는
보다 소통에 세심한 계획과 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와 대화하려는 개방성을 길러야겠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
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수를 할 때에도 너그러운 눈길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니다. 저희는 아직 배우는 학생들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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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국어고등학교

Rainbow Bridge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1길 21
지도교사
박재용 선생님, 최진아 선생님

학생구성원
심지현, 오민진, 김혜윤, 도희원, 박채연, 이성혜
정재환, 홍 정, 기세찬, 김나연, 김상완, 김아빈
안현주, 이민욱, 정수민, 최진혁, 홍지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교내 환경 보호 및 ‘어스 아워(Earth Hour)’ 홍보 캠페인 : 환경 파괴의 실태를 알

대구외국어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에는 다문
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리고 지구촌 불끄기 캠페인 ‘어스 아워(Earth Hour)’를 홍보하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인식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대구외고 유네스코 동아

•	유네스코 포럼 : 레인보우 주제와 세계 이슈를 의제로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세계

리 부원들은 Rainbow Bridge 프로젝트에서 다문화 강연 청강, 다문화 포

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토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이 유네스코 각 회원

럼 개최, 다문화 교육 봉사, 캠페인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국의 대표 역할을 맡아 의제에 대한 토론과 협상, 결의안 작성 등을 경험해보고 영

을 함양하고 이를 주변 학생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로 진행되는 모의 유네스코 포럼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 : 전세계의 위기 상황 및 현실을 인식하고 나눔을 실천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아동 결연 설명을 통해 한 학급이 한 아동과 결연 및 후원을 하

대구외고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을 통해 적어도 청소년 차원에서의 다문

도록 장려하고, 학생들이 직접 나눔에 참여하고 실천의 가치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화 관련 인식 및 행동 변화가 일어나 신당동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

•	지역 다문화·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 봉사 : 주기적으로 지역 아동 센터를 방문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

하여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자녀 대상 교육 봉사 실시했습니다.

습니다. 또한, 대구외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

•	공정 무역 거래 캠페인 : 학교 축제 시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며 실시했습니다.

한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대구외고 유네스코 동아리의 다양

•	대구 홍보 UCC 만들기 : 세계화뿐만 아니라 지역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때, 유네스코에서는 대구라는 지역을 대구 시민과 타 지역 시민에게 알리는 UCC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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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Earth Hour/세계 물의 날 알리기 캠페인

박근혜 대통령 유네스코 특별연설 시청

3월 19일 지구촌 전등끄기 Earth Hour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알리기 위

5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유네스코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해 부원

해 직접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대구외

들끼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러리즘 등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교육

고 Earth Hour 이벤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전등끄기 활동 인증 사진을 받

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였고 유네스코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

는 등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Role-play 토의

선플 달기 캠페인

3월 22일, 전자쓰레기와 간척 사업 문제를 주제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찾아

6월 1~5일까지 오프라인으로는 소망 응원 릴레이를, 온라인으로는 학생회와

보고 각자 역할을 맡아 입장을 대변해 본 후 어떻게 인식과 행동변화를 이끌어

협력해 SNS에서 대구외고 선플 달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선플 달기뿐만

낼 수 있을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입장에 대해 알아볼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쓰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응원하는 글을 적어주거나 다른

수 있었고 합의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을 어떻게 앞으로의 활동에 적용

학생들을 칭찬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있는 활동들에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캠페인
새롭게 바뀐 학교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9일에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분리 배출
표, 홍보 문구 등을 제작해 부착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관련 교육과
퀴즈 활동 등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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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대한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경제정의’를 주제로 한 반이 없어 동아리에
서 직접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교내 영상제작 동아리 ‘씨넬리지’와 함께 협력

‘May peace prevail on Earth’라는 문구를 넣어 각자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평

하여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촬영, 편집하였습니다. SNS 등을 통해 제작한 드

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마로 전교생의 경제정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16 대구외고 유네스코 포럼 개최
8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대구 지역 고등학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한 유네
스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문화와 환경을 주제로 한 제1위원회에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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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술전람회 작품 제작
6월 21일, Peace Pals International Art Exhibition에 낼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탈 주민과 전자 쓰레기를, 인권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한 제2위원회에서는 패
스트 패션 브랜드와 공급형 원조로 인한 의존 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작성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의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문화 강연 청강
다문화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알아보고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5
월 31일, 강사님을 직접 초청하여 다문화 강연을 청강했습니다. 단일민족 사상
이 강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
화 상대주의에 더 나아가 상호 문화주의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4월 5일, 5월 10일, 8월 23일, 9월 20일, 10월 18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왕선
지역아동센터와 죽곡그린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식목일 나무
심기, 다문화 교육, 한글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활동들을 준비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유의미한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경제정의 드라마 촬영
본교 2학년들은 각 반마다 전공어를 활용해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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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학교 축제인 행연제에서 아나바다 시장을 운영한 후 남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기부 물품들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프로젝트를 진

1년 동안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인 다문화, 인권, 평화, 경제정의, 환

행할 때 다문화 관련 센터 등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기관과 연계해

경, 지역고유문화, 세계화에 대해 각종 활동을 하면서 관련 문제나 이슈들에 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해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관련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직접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려는 노력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대구외고 학생들이 올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른 인식을 가지게 하고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많은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캠페인을 주최하는 동아리 구성원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년에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

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느껴 저희가 먼저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은 캠페인 활동을 하였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인식 및 행동 변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이를 보완하기 위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Hour 이벤트를 열어 학생들에게 소등한 인증 사진을 받았는데 주말인데도 불

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종종 열었습니다. 특히, 대구외고 Earth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구하고 각자의 집에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 뿌듯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소하지만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일상생

선플 달기 캠페인도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어 세 가지 활동을

활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많다는 것과 이런 작은 습관

진행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

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동아리 구

다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흥미

성원들 모두 느끼고 배운 점을 교실에서, 또 가정에서 실천하고 주위의 사람들

로운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비록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과 이벤트성 활동을 통해 선생님, 학생들, 그리고 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족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동아리 부원들에게 자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도 관련 활동과 문제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올해 대구외고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계획하고 있던 활동 중 하나가 해외 유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스코 학교와 연계해 화상채팅을 진행하고 서로의 문화 및 유네스코 관련 교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젝트 등을 공유하는 것이었는데 쉽게 해외 학교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

해야 할까요?

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타 학교, 지역사회 등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올해 왕선지역아동센터와 죽곡그린지역아동센터에서 아

다른 곳과 연계해 활동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나 연락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활동과 관련된 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들을 쉽게 풀어 어린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함 께이다.”
요즘 지구촌이라고도 불릴 만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과 같이 함께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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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고등학교

대기 T.A.N.-gent(Take Action Now-gent)
학교주소
제주시 번영로 453-6
지도교사
임승현 선생님, 강봉준 선생님

학생구성원
강한결, 양형진, 송현서, 강인서, 강준빈, 장태웅, 송혁재
고건우, 고상혁, 오유준, 고성흔, 변준호, 김민재, 김민건
손정우, 오지형, 김기홍, 김성현,김윤성, 문제용, 양현석
오지현, 오동언, 박홍범, 김재연, 구자혁, 김석환, 오충권
김민혁 부지용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적 목소리를 낼 줄 아는 훌륭한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성장

있나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첫 번째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이후 학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진로를 생각해보고, 동시에 지역 사회의

생들의 더 많은 참여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안과 그 대안을 다채롭게 살펴나가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터뷰했
던 분들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 또는 학부모님들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야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과의 만남과 대

실천 약속 1 :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자. 소통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서 성장

화 속에서 다양한 진로의 양상을 이해하고, 학교와 지역의 모습을 들여다보

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자.

면서 우리 삶의 연결 고리를 찾아보며, 이렇게 하여 얻어진 내용들을 1학년

실천 약속 2 : ‘이 정도면 되겠지’하는 타협을 경계하자. ‘이 정도’를 넘어서려는

전 학생과 더불어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노력을 함께 실천하자.
실천 약속 3 : 활동을 마무리할 때, ‘더불어 사는 삶은 ○○○이다.’라는 자기만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문장을 만들고 그 이유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 위주, 성공 지상주의의
경쟁적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사람을 찾아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무심코 지나쳐왔던 학교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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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제주를 건강하게, 인류를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 하는 의사

맛과 가격, 그리고 창의성을 갖춘 레스토랑,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철학

현창림 교수님(제주대학교병원 병리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대학병원의 세

루스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부성훈 사장님을 만나 CEO로 성공할 수 있

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알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었던 경영 철학을 듣고, 이와 더불어 제주 지역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

들었습니다.

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위한 약사

도서관, 사람들의 꿈이 자라나는 요람

제주시 이도1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강우정 약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 우당도서관 강수복 관장님을 뵙고 사서가 되기 위한 길과 사서로서의 역할

약사에 대한 직업 정보와 약사로서의 보람을 느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아가 바람직한 독서 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제
주도 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강력한 동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성실한 변호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변호사

끈기와 노력의 결실, 대학교수

허상수 변호사님을 뵙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 갖춰야 할 덕목과 구체적

장명훈 교수님(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교수의 직업적

인 과정에 대해 듣고, 제주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특징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건축 기술 발전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는 시간

를 나누었습니다.

을 가졌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좌우하는 직업, 은행원을 만나다
양원석(제주은행 여신심사부 심사역)을 뵙고 은행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해
듣고, 중국 자본의 유입과 부동산 문제 등 제주 지역 경제의 문제와 그 해결방
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융합의 정신으로 세상의 지도를 바꾼다
송재훈 대표 이사님(FLEXINK Inc.)과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래머가 갖춰야할
능력과 직업적 전망에 대해 듣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삶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송인
제주mbc 오승철 보도국장님을 뵙고 기자로서 걸어온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제주도의 현안 문제와 기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의사의 드넓은 세계 속으로
제주도에 동물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문지환 수의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듣고, 동물 치료를 위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
한 제주 사회의 현황을 함께 진단해 보았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제주 경찰, 범죄 없고 살기 좋은 참제주를 향하여
제주의 소방 안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도민의 안전지킴이 소방공무원

정승훈 경찰관(동부경찰서)을 뵙고 경찰관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갖춰야 할 자질

고현석 제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갖춰야 할 자

등을 듣고 구체적인 일화들을 통해 경찰관으로서의 고충과 보람을 공유했습니다.

질과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생활화해야 할 안전 습관들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고 이끌어주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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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서비스와 안전으로 아름다운 날개를 펴다

문영택 선생님(우도 초·중학교 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40년의 교직생활 속

양경희 차장님(아시아나 항공)을 뵙고 항공 관련 직종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듣

에 담긴 교육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와 더불어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앞

고 제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2016 학부모, 선배님과 함께 하는 진로직업박람회 자료집 발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2016 학부모, 선배님과 함께 하는 진로 직업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참여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좁았던 내 식견을 넓히게 되는 계기

한 학생들이 제주 지역 사회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꿈’ 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뿐 아니라 성인들에

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 꿈의

계신 학부모님 및 선배님들

방향을 좀 더 확실히 정하고 세부적으로 나아 갈 수 있게 되었고, 진로에 대한

을 찾아 뵙고 인터뷰를 했습

고민과 더불어 필요한 실천을 해내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니다. 교내 1학년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과정 중 힘든 점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소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

하고 협력하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

료집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성원들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를 통해 ‘2016 학부모, 선배
님과 함께 하는 진로직업박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람회’가 더 알찬 교내 행사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우리에게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직업

습니다.

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만 뵙던 선생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고 자신의 맡은 임무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것도 모두
가 느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 직업생활을 하고 계신 학부모
님 및 선배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의 부모님께
서도 제주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이요, 직업인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
모님들께서도 남모를 고충을 겪으시고 그 속에서 직업적 보람을 찾고 계실 것
이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작은 것이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으로 이어진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
인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된 우리의 이러한 변화는 더욱 성숙
한 사회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의미있는 밑그림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대기 T.A.N.-gent (Take Action Now-gent)’)와 교
내에서 실시된 ‘2016 학부모·선생님과 함께 하는 진로직업박람회’를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제주도 내의 직업인들을 만
나 인터뷰를 하여 소통의 시간을 갖고, 받은 답변들을 책자로 제작하여 교내에
전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님 및 대기고 출신 직업
인들과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
트 대상을 넓혀,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유네스코 꿈 찾기
프로젝트(강원·대구·전북·제주)’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사
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시청 앞에서 제주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꿈과 관
련된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SNS에 올려 프로젝트를 홍보하면서 프로젝
트의 의의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
해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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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요즘 점점 더 사회적

문점은 준비된 질문을 모두 한 후에 추가로 여쭈어서 궁금증을 해결했고, 그 이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SNS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후에 생긴 의문은 책이나 인터넷 백과사전을 검색해보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

다. SNS에 올린 글은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빨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했습니다.

게 됩니다. 이러한 SNS의 파급력을 활용하고 캠페인과 같은 실질적인 프로그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풍부한 내용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

램 운영이 조합될 때 제주 사회구성원 전체가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결과를 기대

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알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인터뷰의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었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이 직업인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터뷰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 및 선배님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책자로 만드는 프

의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직업과 관련

로젝트를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만 한정되었던 관계를 넓혀내고 함께 나

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을 만드는 것에

눴던 이야기를 1학년 전교생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교생에게 소개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들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

끼리 컴퓨터실에 모여 인터넷에서 지역의 뉴스를 찾아보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

실에 자료집을 비치하고 자율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읽고 생각하도록 하는

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 그 문제를 인터뷰할 분의 직업과 연관시켜 어떤 질문을

시간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진로 직업 박람회 일정이 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구성할지 토의를 하면서 인터뷰의 내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의 답변 내용 중 이해하기가

서는 프로젝트의 진행뿐만 아니라 그 후의 활용/지도의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점입니다. 몇몇 부분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 또는 각종 관련 프로젝트의 실

내용이 새로 생기기도 하였고, 인터뷰의 내용을 책자로 구성하면서 의문점이

시에 있어 많은 학생들이 그 취지를 알고 협력적인 태도로 함께 임했으면 좋겠

새로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책자에 옮길 수도 있었지만,

다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터뷰 도중 생긴 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계단이다.”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나에게 진정한 세계시민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대기고등학교 구자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커져가는 풍선이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꿈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기고등학교 김민건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멋진 사람이다.”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대기고등학교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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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고등학교

세상을 아름답게, 유네스코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56번길 158 (도룡동)
지도교사
정지영 선생님, 이규진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지우, 이윤원, 김영선, 김혜지, 박승희, 오수현, 최 현
김준희, 송원섭, 유두연, 윤정환, 정준채, 김채은, 박다은
유채연, 이예림, 최지우, 최혜영, 김민태, 김지성, 노승완
임 준, 정석준, 최요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교 학생들과 대전 시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캠페인과 같

있나요?

은 행동들을 할 때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미 소용없는 일이야.’ 등 무기

환경

력한 생각을 가지고는 한다. 이러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상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대책

을 변하게 할 움직임 또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

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참여하도록 격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학교 안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지구촌을 도울

자면 ‘이면지 활용하기 운동을 통해 실제로 종이 쓰레기의 양이 확연하게 줄었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색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였다.

‘이면지를 활용하니 새 연습장 살 일이 없다.’ 등 실질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세상

평화/인권

의 변화를 만들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마땅한 교
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 모두 지구촌 반대편의 일이지만 그들을 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와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뿐이다.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 항상 스스로를 먼저 변화시킨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자신이 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모토를 실

• 작은 변화, 작은 목소리, 작은 행동에도 집중한다.

현시키는 것이었다. 동아리 부원들은 물론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덕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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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ECO 대덕 - 소등캠페인

ECO 대덕 - 쓰레기 분리배출 도우미

9월 7~23일까지 약 2주간 각 반의 에너지 지킴이를 중심으로 한 전교생들과

우리 학교는 쓰레기 분

협력하여 소등캠페인을 진행했다. 밝은 대낮에 점심을 먹으러 간 후 불이 켜진

리배출이 잘 진행되는

빈 교실을 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었다. 캠페인을 담당하는

편인데, 가끔 무엇으로

학생 5명이 점심시간에 소등 여부를 체크하여 상품을 주는 식으로 참여를 독려

분리해야 하는지 모호한

하였다. 전등과 선풍기를 끄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그런지 학생

쓰레기들에 대해 의문

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 주었다. 학급 단위로 실시해서 더욱 효과적이었다.

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

았다. 하루는 분리수거

도 습관이 들어서 점심

장에서 코팅지가 종이인

시간에 전등이나 선풍기

지, 플라스틱인지에 대

가 켜진 반이 거의 없었

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 우리의 행동이 실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로 학교를 변화시켰다!

코팅지는 종이류로 분
류되었다. 이렇게 모호
한 분리수거에 대해 바
로바로 알려주는 가이드

ECO 대덕 - 이면지 활용하기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길에 다른 쓰레기통보다 유독 무거운 종이쓰레기통이 눈

고 생각했다. 그래서 헷

에 띄었다. 과제할 때 자료를 프린트하거나, 논문을 발췌하고 버린 종이들이 대

갈릴만한 분리배출 요령을 정리하여 각 반의 분리배출 쓰레기통 앞에 부착하였

부분이었다. 그냥 가져가서 연습장으로 쓰라고 해도 될 것 같았다. 여기서 아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우리도 몰랐던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 많이 알 수 있

이디어를 얻어서 이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캠페인을 열었다. 먼저 현재

었다. 친구들은 물론 교무실 선생님들도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유용하게 쓰고

학생들이 이면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

있다!

부분이 이면지를 그냥 버리고 있지만, 연습장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도 많았
다. 그러다 이면지를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다. 결국 반에다 이면지 수

난민구호활동 - 호텔 르완다 감상

거함을 설치하고, 필요한 친구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쓴 뒤에 남은 용지들은 우

동아리 화합의 날에 다같이 볼 영화를 찾다가 난민에 관련된 ‘호텔 르완다’

리가 수거하여 기부하는 방식을 생각해냈다. 실제로 시행한 후에 종이쓰레기

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영화를 감상했을 때는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었

그저 난민에 관한 영화라

고, 연습장으로 활용하

고만 생각했는데 르완다

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내전에 대해 다 같이 탐

작은 상자 하나를 설치

구한 뒤에 이해해보니 새

했을 뿐인데 많은 것이

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달라졌다.

전쟁에서 발생한 난민들
의 처지와 심정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는 시간

ECO 대덕 - 물 절약하기

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우리 학교에는 이미 물 절약에 관련된 많은 포스터나 띠지가 붙어있었다. 하지

후에 난민 구호를 위한

만 이러한 것들은 보통 오래돼서 더러워졌거나, 학생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것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뻔한 표어보다는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재미있어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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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 절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난민구호활동 - 전교생 모금활동

띠지를 제작하였다. 양치컵 사용을 권장하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

먼저 월드비전을 통해 내전 국가의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실천

천방안들을 제안했다.

하기로 했다. 전교생 대상의 모금활동을 기획하였다.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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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포스터를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교내 총 5곳에 모금함을
배치하였다.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
해주셨다.
하지만 중간에 모금함을
찢거나 훼손하여 돈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하
였다. 동아리 부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모금

다자간의 토의가 진행되면서 시리아 내전 속에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보다 심

함을 모두 회수하고 해

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내전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

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었

결해야 할지 국가의 입장에서 토의하였다. 또한 난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

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

각해 볼 수 있었다. 최종 결의안을 작성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지던 주제에 대해

을 가진 친구들이 모금함이 없는데도 직접 찾아와서 모금에 참여해주었다. 이

서 현실적으로 고민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국제사회가 겪는 갈등과

렇게 모인 돈이 대략 7만원 정도되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어느 돈보다 크

문제점 또한 현장감있게 느낄 수 있었다.

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현재는 모금함을 대체하여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라
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한 아동 후원을 한 학급이 도맡아서 학년이

견우직녀제

바뀌어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여러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연말에 전

- 한국 전통문화 체험부스 운영

달할 예정이다.

세계시민여행 당시 계획했던 공동행동의 일부로 지역축제인 ‘견우직녀제’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제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부스였는데, 시민들의 참

모의 유네스코 총회

여를 최대로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투호,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와

- 시리아 내전 난민에 대한 토의

한복체험, 그리고 전통부채 만들기를 진행했다. 더운 날씨를 노려 진행한 부채

난민 구호 활동에 힘쓰고 있을 때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주최 하에 대전의 유

만들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제기차기와 투호는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

네스코학교 연합 5개 고교가 함께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였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정’이라는 정서를

었다. 주제는 난민 인권 보장과 교육 제공이었다. 동아리가 한 학기동안 진행한

공유한다고 하는데, 견우직녀제를 진행하는 동안 사람들의 ‘정’을 온몸으로 느

캠페인과 관련이 깊고, 주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기 때문에 참가하기로 했다.

낄 수 있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모의 유엔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평소에 자주
경험했던 찬반토론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토의의 쟁점
은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한 난민의 수용과 인권 보장, 교육의 제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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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진행할 때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홍보’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SNS의 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달로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우리는 학교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인

페이지, 그리고 개인 SNS 등을 통한 홍보로 견우직녀제나 거리 캠페인을 홍보

식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다. 우

하였다.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엄청나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널리 알려주었다.

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다보니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진행한 작은 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로젝트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희망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희망을 가지고 작은 발걸음에서부

프로젝트를 계획한 만큼 충분히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고등학생이라

터 시작하는 우리는 모두 세계시민이다.

는 한계점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동행동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주제를 변경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동아리 시간 내에 프로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젝트를 모두 완성하기는 너무 촉박하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생’이라는 한계점을 장점으로 바라보았다. 계획을 ‘학생

이전에는 교내 캠페인의 참여율이 항상 저조했다. 처음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답게’ 수정하였다. 프로젝트를 교외가 아닌 교내에서 진행했다. 우리가 고등학

도 협력 파트너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하지만 우

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다. 이면지를 연습장으로 활용하기,

리의 노력으로 교내 학생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였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

순우리말 공모전, 교내 소등캠페인 등. ‘학교’라는 장소는 공간적 제약이 아닌

면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나 하나 변한다고 크게 달라질까?’라

우리만의 특별한 프로젝트 장소였다.

는 생각을 가지던 친구들이 진심으로 세상의 문제에 공감하면서 프로젝트에 동
참해주었다. 이면지 활용하기 운동 이후 친구들이 이면지를 연습장으로 사용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기 시작했다. 소등 캠페인 이후 에너지 지킴이들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전등이나 선풍기를 끈다. 화장실에서 양치컵이 많이 보인다. 많은 것들이 변화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프로젝트의 기획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 학교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랑경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동아리의 캠페인을 지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홍보해준다면 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다. 동아리가 자체적으

해야 할까요?

로 캠페인을 기획하면 단기적이고 소규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다른 대전 유네스코학교의 동아리 부장들과 항상 정보를 공유했다. 괜찮은 아

서 학교나 학생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들어 독도에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할 때, 동아리 재량으로 교내 독도사

이디어나 소재가 있다면 자신의 학교에 적용하여 진행하기도 했다. 프로젝트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세상의 작은 소리, 작은변화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세상의 작은 소리,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대덕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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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끌어 내고 가족들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줌으로써 점차 이러한 인식

있나요?

이 지역사회와 국가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겪고 있

대전에서도 이제 수도권 못지않게 많은 다문화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봄으로써 조화로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조사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

운 사회를 위한 작은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제3세계의 인권과 노동에 관심을 갖

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세계

고 공정무역의 의의와 대전 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봄으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다

써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비누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에게 제품을 써 볼 수 있는 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회를 주고 제작 방법을 알려주어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작은 실천으로도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 가정에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면서 가족들에게 제조방법을 알려준다.

것입니다. ‘계족산 황톳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기업윤리와 자연사랑을 배우

•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알려준다.

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악기와 국악을

•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추구한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대전이 문화의 중심지임을 최대한 이

•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더 많이 이용한다.

용하여 다양한 체험기회를 갖고 배우고자 합니다.

• 독도의 날을 홍보하여 역사관을 바로 잡는다.
• 전통악기와 국악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블로그에 올린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제작하는 친환경 비누와 세제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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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공정무역 카페 방문 체험기(3.30)
학기 초 신입회원들이 모두 1학년들이어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정
무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무역 까페를 부
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장애우를 고용한 카페였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각자 음료와 쿠키를 즐기면서 준비해 온 공정무역의 의의와 대
전지역의 공정무역 상점과 상품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알아보기(4.18)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인근 도서관을 찾
았습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 및 세계 기록 유산 등
에 대하여 관련 책자를 찾아보고 보
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많

친환경 EM비누 만들기(7.13)

은 세계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우리나

친환경 비누를 만들기 위해 일단 기름을 끓이고 시어버터를 섞은 후 오랫동안

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깨닫

저어주었습니다. 가성소다와 EM 용액을 넣어 트레이스에 넣어주고 식혀주어

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유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동아리 부원 한 명 한 명 자신의 일을 착실하게 해주어

이 갖는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다시

매끈한 비누가 완성되었고 건조 후 포장을 하여 친구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며 이 수익금을 모아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기퇴치 팔찌 만들기(5.18)
레인보우 프로젝트 실천 주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친환경 실천을 위하여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 재료의 모기퇴치 팔찌를 만들었습니
다. 샤무드 끈과 레이스캡을 이용하여 팔찌를 만들고 알코올, 시트로넬라, 증류
수, 유칼립투스, 레몬글라스 등을 주재료로 하여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친구들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계획하기(8.24)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의 공통 주제인 ‘모두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사
전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동아리 부원들이 모여 열띤 토론했습니다. 공교육
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주
제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

독도의 날 기념 포스터 만들기(5.25)

여 블로그에 올리기로 했습

독도의 날은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니다. 각자 자신있는 분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10월 25일 독도의

(인물, 교과, 학교생활 등)를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의 위치와 독도가 갖는 의미 등을 알아보고 의식을

맡아 촬영했습니다.

고취시키기 위해 독도의 날 기념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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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대전지역 10개고교가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 모여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공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통주제로 각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EFA

평소 뉴스나 신문 등으로만 소극적으로 접하던 시사문제들에 대해서는 그저 먼

소개 및 관련 퀴즈로 동아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이야기로서 느껴졌던 것이 과거였다면 공정거래무역, 유네스코 문화유산, 에너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ppt자료를 발표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통해

지 절약캠페인 등의 경험을 계기로 각 국가들의 문화 경제적 특징이나 세계적

많은 유용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캠페인을 준비하거나 만들기를 진행
할 때 신경을 써야하는 요소나 사전적으로 의의를 두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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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있어서 실제로 부원들과 많은 토의가 오갔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서로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문제 상황을 좀 더 의미를 가지고 고
찰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어 더욱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부원들과 같이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혹은 만들기)에는 모기퇴치팔찌 제작, 친
환경수제비누 제작, 테마별 인터넷 강의 제작, 에너지 절약 관련 포스터 제작
등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로, 모기 퇴치나 친환경비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들
은 저렴하거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비누와 팔찌에 큰 관심을 보였
고, 그 중 몇몇은 실제로 위생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인들에게 소개한 인터넷 강의 제작 프로젝트는 아쉬움과 많은 충
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의도대로 강의의 순기능(지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 포스터 만들기

선택한 인터넷 강의 방식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학생

교육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평가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이 전해진 것 같아 보

들에게 고취시킴과 동시에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람도 있었습니다.

나누기 위해 캠페인용 보드를 제작했습니다. 대전지방 기상청과 환경부 홈페이
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천 스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커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보드는 이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많이 다니는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해야 할까요?
진행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주로 학교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
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나 다른 학교와 교류하며 정보를 나누거나 나
눔을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 등을 학생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서 범위를 확장시
키려고 고심한 끝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 외 지인들이나 타 학교 학생들에게 의
견을 듣기위해 간단한 조사를 하였던 경험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프로젝트
에 다른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하고자하는 활동의 내용과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범용성이 넓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템플릿 제작 또는 인터넷 홍보)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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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비누제작활동 후 판매에서 꽤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구입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때문에
학교 내에서 조금이나마 유네스코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외의 만들기 활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재료와 부원들의 애정 어린 손길도 한 몫 했지만,
친근한 홍보활동이나 문제에 대한 공감을 잘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앞으로 좀 더 학교 친구들에게 다가가 친근해지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를 진행해보고 싶고, 이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완성도 있
는 프로젝트 결과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캠페인 뿐 아니
라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 또한 취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는 것
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은, 무심코 지나치
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바쁘더라도 한 번씩 열심히 만든 결과물들
을 훑어보며 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해결방안을 다 같
이 모색해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목표이다.”
열심히 성장하여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대성고등학교 강경식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씨앗이다.”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에게도 물려주는 유산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대성고등학교 정장훈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비효과이다.”
작은 날갯짓이 큰 영향력을 가짐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성고등학교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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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작은 노력으로 화목한 지구촌을!
학교주소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 (중곡 4동)
지도교사
민혜진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주원, 고병민, 정현준, 박지윤, 손민주
이승빈, 오주은, 최윤지, 지소영, 최현선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중은 지금 당장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100%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시간이 없다. 수업시간에 아동노동, 증가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변화를 가져올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본 동아리에서는

난민, 계속되는 난전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배우면서도, 그것을 교과서에 나열

이번 해 활동을 통해 부원들이 현 지구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

된 글자 이상의 그 무언가로 받아들일 시간이 없다. 물론 문제해결을 위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선 이 “글자들”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그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희생양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다면 결국은 피상적인 해결방안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프로

• 우리 부원들은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젝트를 통해 본교 유네스코 동아리는 지난 백년간 있었던 각종 사회이슈들

•	팀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에 있어,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해지도록

의 각종 이면을 시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한다.
• 단순히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을 보여준다.
•	항상 우리가 인권과 지역고유문화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잊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세계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다. 그

지 않는다.
• 팀 프로젝트는 부원 하나하나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됨을 가슴에 새긴다.

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비

259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로이터 사진전 방문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7월 31일 지난 백년간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와 분쟁에

생각하나요?

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지만, 유네스코 활동을

개최된 로이터 사진전에 방문하였다. 기아문제, 조지아전쟁,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와 같은 청소년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

대한민국 민주화 항쟁 등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논의의

었다. 이전까지의 ‘나’가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수용하고 거기에 걱정하는 수동적인 나였다면, 유네

대상이되고 있는 이슈들을 보도사진이라는 시각적 자료로

스코 활동 이후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내가 되었다.

체험함으로써 부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나의 변화가 친구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로이터 사진전에 방문한
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 달뒤 나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무지한지,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가 끝난 뒤 난 학급문고에 정치범수용
소에서 탈출한 이들의 증언모음집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비치해 두었고, 많은 친구들이 그것을 꺼
내 읽었다. 내 발표를 통해 친구들도 북한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교내 유네스코 포럼 개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월 11일 교내 유네스코 포럼을 개최해, 지난 로이터 사진

10월 현재까지는 타 학교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없지만, 11월에 대원외고 UNESCO는 민족사

전 방문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사진 한 장을 골라, 그 사진에

관고등학교의 동 동아리와 함께 위에 소개한 교내 유네스코포럼과 비슷한 형식의 행사를 개최할

담긴 국제 이슈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청소년으로서 실천 가

예정이다. 동아리 부장 이주원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민사고 측 대표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

능한 해결 방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남북간의

고 받았으며, 개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활동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긴장, 시리아 난민 문제 등 21세기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가령 이번 해에 진행했던 교내 유네스코 포럼 같은

는 현안들의 발생 배경을 자세히 조사해 발표하는 등 수준

경우, 행사 시작 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페이스북 모임에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가자를 모집했다

높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면 더 많은 참가인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
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구촌의 거시적인 문제들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
령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의 행동 변화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인원은
거의 없었다. 이는 교내 유네스코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주제로 선
택한 국제 이슈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태 등은 명확히 정리했지만, 청소년으로서 실천 가능한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동아리 부장
들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청소년이며, 모든 거시적인 문제들은 미시적인 행동 주체에 의
해 생겨나고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로이터 사진전과 같이 전시회를 방문할 때에 도슨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면
프로젝트에서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내 유네스코 포럼의 경우에도 본 동
아리 인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에 소속된 친구들과 다 같이 진행할 수 있었다면 그 의미가 더욱
깊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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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오고등학교

Gao’
s Butterfly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신기로 71(가오동 427번지)
지도교사
김세령 선생님, 김근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나경아, 문다연, 안수민, 곽다연, 이혜련, 육예원
김나금, 김서영, 오승민, 원연서, 최미소, 김나경
곽다은, 이수빈, 정혜인, 전수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람들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함

있나요?

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었습니다.

다문화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재학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문화 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정의 구성원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등
 하교 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도 다문화센터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존

캠페인 활동 전개

재하고 그 구성원들과 크든 작든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하지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조사

만 정작 우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세
 계시민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가정에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 설문 조사 실시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먼저 교내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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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세계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제 8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참가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지역사회협력 파트너쉽 다지기 활동

5월 21일, 대전국제교류센터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가

10월 17일 대전의 다문화가족 전문 지원기관인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해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

방문하여 팀장님으로부터 다문화의 정의, 다문화 수용성, 우리의 역할 등에 관

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대전’을 주제로 대전 시민과

하여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듣고 우리 학교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미리 준비

거주 외국인 6000여 명이 참가한 축제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외국인/다문화

해간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센터의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문

가정에 필요한 것’, ‘외국인/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설

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러 방문한 결혼이민자를 만나보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문조사를 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한국인들은 외국인/다문화가정에게 한국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어떠한

회의 제도적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외국인은 한국사회의 안정성과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친절함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외국
인과 소통하고 축제를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내년에는 직접 축제에
서 부스를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일민족? X 다문화! O’ 캠페인활동
10월 21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다문화, 다문화 수용성’이 무엇인지 쉽게 알

다누리배움터의 안현숙 강사님과 함께한

려주고 우리 학교가 위치한 ‘대전 동구’의 다문화 가구 수를 알리며 지역사회에

‘세계시민으로서 나의 비전 키우기’ 활동

서 우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학교 학생

8월 17일 다누리배움터의 안현숙 강사님을 초청하여 ‘세계시민으로서 나의 비전

들이 다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

키우기’를 주제로 동아리 연합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다른 동아리 친구

견을 모으는 설문 활동을 하며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문화 사회의 진전을

들과 함께 다문화에 관한 관심을 키우고 전파하기 위해 다문화 및 세계시민의식

위해 앞장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

에 관심을 갖는 동아리와 연합하여 ‘다문화하면 떠오르는 것’을 주제로 다문화에

교 학생들이 다문화에 관하여 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관하여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점검하고 선입견을 없앨 수 있도록 토론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

활동을 했습니다. ‘외국인하면 떠오르는 단어’ 범주화하기 활동을 하면서 ‘외모,

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 언어’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다문화에 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유네스코 동아리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다
른 동아리 학생들도 세계시민의식 및 다문화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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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공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 학생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과 함께 모여 그동안 진행해온 활동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연합활동에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1년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

참여하여 우리 동아리가 ‘다문화’를 주제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해 왔는지를 알

서 메인 주제인 ‘다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이해와 관심에 대해 반성하

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열린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견우직

며 세계시민이 되고자하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초반에는

녀 축제’ 등에 참가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에 관하여 단순하게 생각했던 반면에 여러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어느

사람들을 만나보고 외국인과 어울려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덧 다문화를 몸소 경험하고 고민하며 천천히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길을 걷고

우리 동구에 위치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팀장님으로부터 강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을 듣고 인터뷰, 센터 내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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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는 방법으로는 SN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SNS를 통해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동아리 학생들의 학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급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았다가 우리가 하는 활동을 보고 들으며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친구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가해 세계의 여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대전

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자연스레 다문화에 관하여 다른 반 친구들보다 더

시민 및 외국인과 설문활동을 하는 데 개최장소가 생각보다 너무 크고 사람이

욱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좀 더 관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많아 상대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생님, 학생들 모두가 다문화를 주제로 한 크고 작은 행사가 우리 주변에서 자

자유롭고 친화적인 대전시민과 외국인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캠페

주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기관이 있다

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는 것도 알게 됨으로써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다문화가 가까운 우리 주변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올해에는 자율동아리로서 활동을 전개하다보니 장기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해야 할까요?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아리 구성원이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세계시민여행에 우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반성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창체

리 동아리의 대표학생이 참가해 전국의 청소년 세계시민과 서로의 프로젝트를

동아리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퍼즐 한 조각이다.”
조각조각 흩어져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커다란 작품이 되는 것처럼
각 나라의 청소년 세계시민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맞춰나가
세계라는 하나의 커다란 조화된 퍼즐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가오고등학교 최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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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고등학교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 world!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99번길 55
지도교사
박수진 선생님, 최운정 선생님

학생구성원
한경하, 노인혜, 이혜수, 최다영, 국은비, 박주형, 박시은
곽지수, 한채리, 이수빈, 김나영, 나웅주, 이승주, 박세련
송화연, 김성민, 박시형, 김정환, 박상하, 안지연, 이태규
김선웅, 최현서, 황하은, 소유진, 백다슬, 박세린, 임혜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일깨우고 공정무역 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싶었다. 지

있나요?

역사회 차원에서도 아동 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는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가족 내 아동폭력과 학대는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아동

있고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알려 아동 인권에 대한 사

학대는 주변에 조그만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아동학대의 가

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조리한 일들을 줄여나가고 싶다.

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장벽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나라의 아동들이 불법 노동착취로 인해 인권 보

•	피켓, 설문지 등을 통해 공정무역의 정의, 장점, 판매처 등을 홍보하고 공정무

장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 알아보며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

역 제품 이용을 장려한다.

해 노력한다면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통해 최근 일어난 아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심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동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복지시

각성을 교내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알린다.

우리가 선택한 인권과 경제정의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미처 신경을 쓰지 못

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점을 생각해본다.

하거나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	토론을 통해 학대받은 아이의 양육권과 부모와의 격리 후 아동에 대한 관리 등

만큼 우리가 계획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먼저 학교에서는 인권을 존중받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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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공정무역 캠페인
본교에서 선택한 주제 중 아동인권과 경제정의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며 아동
노동 착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써 공정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7월 14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의 의
미와 장점을 알렸으며 공정무역 제품 구매 경험을 물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산
학생들에게는 공정무역 제품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사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사
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본 학생들 중 약 79%의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꼈다고 대답했으며, 공정무역 제품을 사보지 않은 학생들이 제품
을 사지 않은 이유는 ‘공정무역 제품이 무엇인지 몰라서 살 필요성을 못 느낌’,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쌈’, ‘어떤 제품이 공정무역 제품에 해당하는지 모
름’ 순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의 의미와 필요성

국내 장기 결석 아동의 학대에 대한 신문제작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

국내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장기 결석 아동들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한 많은 홍보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점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유네스코 신문을 제작했다.

을 알게된 시간이었다.

장기 결석 아동의 아동 학대에 대한 사례와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처와

기사를 직접 씀으로써 장기 결석 아동들이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

공정무역 제품의 종류를 홍보함으로써

로 이런 아동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를 장려했고, 공

의 관심’이 바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

정무역에 대한 퀴즈를 통해 공정무역

는 것을 깨달았다.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 기회

그리고 아동 보호 시설의 실태와 전국적 분포, 아동학대 사례를 정리한 그래프,

를 마련했다.

학대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상 인터뷰, 아동학대에 대한 특례법 소개 등 학대받는

캠페인 활동이 끝난 후 결과를 게시물
로 제작하여 학교에 게시하여 공정무
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유네
스코 동아리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들
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동 노동 착취 근절을 위한 포스터 제작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아동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근절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
게시판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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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아동학대
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도 구성했다.

것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의 보장이라는 면에서 난민 또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동등한
인간임을 깨달았으며, 따라서 난민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전국 공동행동 참여
지역별 유네스코학교가 모여 공동으로 주관하며, 8월 6~14일까지 전국 각지에
서 실행되는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행동>이 이루어졌다.
대전외국어고, 충남고, 대덕고, 노은고, 반석고, 송촌고를 비롯한 대전·충남 지
역 유네스코학교들은 <한국을 통해 세계를 보다>라는 주제를 통해 2016년도
견우직녀 축제에 참가해 한국 전통 문화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한복 입기 체험,
한국 전통 부채 만들기, 한국 전통 놀이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준비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대전지역협의회 고등 2분과 연합활동 참여
9월 10일 대전 지역 협의회에 참여하여 학교별 활동 주제, 활동 내용 등을 다
른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와 공유함으로써 본교의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더
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했다. 또한 본교에서 활동하지 않는 주제로
활동하는 다른 학교의 활동 예시를 보며 여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학대 기사 스크랩
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며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해결책에 대해 탐
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6 연합 모의 유네스코 총회 참가
9월 11일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서 대덕고, 복수고, 전민고와 함께 ‘난민 인권

난민의 수용에 대한 ppt 발표

보장과 교육 제공’이라는 의제로 모의 유네스코를 개최했다. 이에 본교 유네스

연합 모의 유네스코 참가에 앞서 교내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팀별로 캐나다, 미

코는 러시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대사관 역할을 맡아 난민 인

국, 독일, 프랑스, 터키, 그리스 등의 국가를 분담하여 담당한 국가의 난민 수용

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

현황과 난민 수용으로

별 입장을 대변하고, 난

인한 국내 영향을 바탕

민 인권 문제에 대한 해

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결점을 모색해보는 시간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을 가졌다. 그리고 난민

정하여 ppt를 활용한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발표를 주체적으로 진

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

행했다.

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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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성숙한 세계시민이 되었다

해야 할까요?

는 것이다. 우선, 신문 스크랩, 유네스코 신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최근

유네스코 레인보우 대전지역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대전지역 다른 유네스코 학

많이 발생했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부모의 아동 살해 사건 같은 아동인권

교들과 협력하여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공동행동에서 대전 시민들의 참여를 유

침해 사례들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동아리 부원

도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대전의 큰 축제 중 하나인 ‘견우직녀축제’

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어떤 제

에 참가하여 세계화 속의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부스를 운영했다.

도적 변화가 요구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네스코 네트워크 대전지역 협의회에 참가하여 다른 유네스코학교와

또한, 다큐멘터리 시청과 원인과 결과 나무, 포스터 제작과 같은 활동을 통해

활동을 공유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활동을 접하며 여러 주제에 대한 관심을

아동노동 착취의 원인,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불법적인 아동 노동을 강

얻게 된 기회였다.

요하지 않으며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착한 무역의 형태인

대덕고, 복수고, 대전외고, 전민고와 함께 ‘난민 인권과 교육의 보장’이라는 의

공정무역으로 인식을 확대해 직접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해보는 등 행동에 변화

제로 연합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진행함으로써 난민인권에 대한 다양한 학교의

가 생겼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서 난민인권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마지막으로 난민 인권에 대해 교내 동아리에서, 그리고 다른 학교와의 연합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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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으로 모의 UN에 참여하여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
는 국가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려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 대한 안목

교내 공정무역 캠페인을 준비하며 크게 두 어려운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넓혀졌고 어떤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특히 잘 알게 되었다. 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하기 비교적 쉬

계시민으로서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또한 가지게

운 주제인 ‘공정무역’에 대해 캠페인을 준비했고, 또 설문조사를 할 때는 경험

되었다.

또는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질문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냈다. 그리고 참여를
한 학생에게 소량의 선물을 주는 것도 꽤 효과가 있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두 번째 요인은 캠페인을 단순히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내 학생들로부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의 변화가 교내 학생들이 변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공정무역의 장점을 홍보했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공정무역에 대한

먼저 교내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의 정의, 장점, 판매처, 제품 등을 소개하고 이후

퀴즈를 내서 더 쉽게 공정무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무역에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

대해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 제품 구매라는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는데 설문 대상의 90% 이상이 공정무역 제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구체적인 공정무역 제품을 제시했다.

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해 잘 모르고 구입해본 적이 없었던 친구들에게 공정무

마지막으로 공정무역 제품의 만족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지 않았던 이유를 포

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함한 캠페인의 결과를 유네스코 동아리를 넘어 전교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난민들을 돕는 국제기구의 명칭, 대표적인 난민 조약의 이름 등 난민 문

결과물을 피켓으로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교내 학생들 모두가 공정무역에 대

제에 대한 간단한 상식들을 퀴즈로 내고 이를 학교 게시판에 게시해 익숙치 않

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은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보다 원활하고 흥미로운 참여를 장려하여 평소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현존하는 국제 사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게다가 유네스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어떤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부가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국내 아동학대 관련 유네스코 신문, 국외 아동착취 관련 포스터 등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을 친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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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함성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72
지도교사
오영화 선생님, 이보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윤지, 조현민, 이태리, 김민석, 김동민, 김득히, 김나영, 장철호
홍준선, 김창현, 전보영, 국세빈, 정해성, 곽용상, 남찬구, 최주훈
이채연, 이상훈, 최지수, 조원형, 변주연, 김나리, 전혜인, 류수민
임서인, 이지원, 윤승진, 김태은, 박준기, 이상헌,이승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먼저, 교내의 방치된 공간을 아름답게 정화하여 환경보호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알 수 있듯이 방치된 공간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개선된 환경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심리, 인성적인 면에도

야기된다. 교내의 방치된 공간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쓰레기 등은 지역사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보호,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리사이클,

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와 관련된다. 방치된 공간의 재구성 및 버려진 물

업사이클에 대한 안내와 실천. 주변의 버려지는 공간과 물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

건의 재사용 등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

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방법과 지식을 알리고자 하였다.

각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반석함성 - 반석인, 함께 성장하자.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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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 이해교육

치를 더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 실

6월 22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 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권교육

천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전문가를 초대하여 노인과 장애인 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세상은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이 살며 서로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저탄소생활실천 및 업사이클 이해 캠페인
7월 11~15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내 캠페인을 실
시하였다. 저탄소생활의 의미와 실천방안, 요즘 부각되고 있는 업사이클에 대
한 관심을 일으킬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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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코 동굴벽화 전시관람
6월3일 세계문화문산 체험을 위해 광명동굴에서 개최하는 라스코 동굴벽화 특
별전을 관람하였다. 구석기인들의 생활과 작품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와
인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버러진 화단가꾸기
저탄소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교내 버려진 화단 가꾸기를 실시하였다. 5월부터
화단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위의 학교에서 화단조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쓰레기가 쌓이던 화단에 무궁화와 국화를 심었을 때는 초라하고, 잘 자랄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컸었지만 9월에는 무궁화가 10월에는 노란 국화가 피어 학
생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있다.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방문
6월 3일 광명시 업사이클아트센터를 방문하였다. 버려지는 물건에 예술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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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내매점 앞의 더러워진 벽에 벽화

생각하나요?

그리기를 실시하였다. 6월부터 더러워진 벽을 씻어내고, 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도 없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고 도움을 주는 일은 상상도 못

내 미술동아리의 협조로 그림을 그렸다. 더위와 흘러내리는

했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씩씩한 세계시민이 되었다. 아프리카 교육

페인트 등 어려움이 많아 진행과정이 느려지기도 했다. 하지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Dream 드림 캠페인, 내가 아니니까하며 지나쳤던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

만 완성이 되어갈 때 쯤, 우리 스스로의 뿌듯함과 완성 후 학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만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생들의 칭찬으로 그동안의 수고가 씻어졌다.

되었다.
교내의 방치된 공간, 화단과 벽을 보기 좋게 꾸미고, 업사이클링에 대해 공부하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적인 지식도 알
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먼저 행동하는 용기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업사이클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알게되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모금, 기부, 업사이
클 작품 만들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작은 실천을 통해 보람을 얻는 기회를 부여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치된 화단 정화를 위해, 조경관련 학과가 있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에 화단조성과 관련된 사
전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무궁화와 국화 묘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 홍보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의 유네스코학교와 연합 대전의 지역축제에 참
가하였다. 전통문화체험부스를 운영하며 한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부채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
동을 준비하고 참가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와 함께 유네스코학교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Dream 드림 희망나눔 캠페인
9월 첫 주 Dream 드림 희망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9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

5일 1교시 빈곤이나 사회적 차별로 교육기회를 잃은 아이들

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에 대한 동영상을 전교생이 시청하고, 각 교실에 모금함을

화단정화 활동을 위한 묘목을 옮기고 심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해보지 않은 일이라 꺼리

설치하고 교내 캠페인 활등을 진행하였다. 스스로 자율적으

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 화단을 완성하였다. 얼마 전에는 무궁화

로 모금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

가 피었다 졌으며, 지금은 화단 가득 노란 국화가 피어 등굣길을 밝혀준다.

의 작은 실천의 기쁨을 느꼈다.

또한 매점 앞의 더러워진 담벼락 벽화그리기는, 뜨거운 날씨와 흘러내리는 물감 등 생각보다 많
이 어려운 작업이었다.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들과의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밝고 환해진 분위기
에 많은 칭찬을 받아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학교 교육계획의
동아리 활동시간의 배분이 고르지 않고 갑자기 바뀌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동아리 구성원
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조금 아쉬웠으며, 캠페인뿐만 아니라 관련 홍보자료를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겠다.
270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대전복수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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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66(복수동 376-2)
지도교사
조성준 선생님, 윤성실 선생님

학생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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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대전 국제 자선바자회를 3년간 참여하면서 한

있나요?

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독도탐

유네스코 대전지역 연합활동 중점학교로서 대전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방, 지리산 환경캠프 등에 참여하면서 꿈을 생각하고 키우는 과정에 있어 소중한

ESD 연합활동을 공동으로 실천하였고, 지속가능한 유네스코 주간 운영을

가치를 품은 삶의 자세를 갖추고자 했다.

통해 학교 안에서 실천가능한 지구사랑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다. 또한 지역
사회 기관인 대전국제교류센터와 함께 매주 토요일 대전거주 외국인을 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한 한글교실봉사에 참여하였다. 지역상권활성화 캠페인, 지역하천정화활동

• 일상생활 속 가치 찾기 활동을 통한 작은 변화를 위한 지속적 실천

등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를 위한 실천 활동을 의미

• 지역문화탐방(백제세계문화유산) 및 농촌탐방 등 로컬문화이해 확산

있게 전개해 나갔다.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공동

•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나눔 활동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문화수업과 공연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

• 외국인과 함께 하는 마을탐방, 공동문화수업으로 폭넓은 세계관 확립

한 활발한 유네스코 활동을 전개했다.

• 세계상호연계성을 이해하고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힘
• 유네스코학교 연합 공동 문화부스 운영으로 대전 시민과 함께 하는 GCED 실천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대전국제자선바자회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공동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향상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 가치 찾기 활동을 통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의미를

•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동참 캠페인을 통해 지구 사랑하는 마음 가꾸기 생활 습관화

부여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이용 캠페인과 지역하천 정화활

•	유네스코학교와 연계하여 공동프로젝트 수행 및 학교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동들을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전개해 나가면서 자기주도성과 책임감 및

ESD 유네스코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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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유네스코문화유산(백제) 서동축제 참가
2016년 7월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인 백제문화권에서 개최된 부여
서동축제에 핀란드, 독일 교환학생과 함께하면서 백제지역의 전통의 멋과 문
화, 음식체험을 나누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졌다. 한국 전통 의상쇼 및
K-POP공연, 지구촌 나눔문화 공연 등의 지역사회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면서 폭넓은 글로벌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참가학교 연합활동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에 참가한 7개 유네스코학교 연합활동(2016년 8월)을 실
시하였다. 한국전통문화와 문화다양성 및 한국교육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고민

외국인과 함께하는 우정탐방 농촌체험

하고 대전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세계를 품은 폭넓은 가치관을 가

2016년 3월 대전거주 유학생 외국인과 함께하는 우정탐방 찬샘마을 농촌체험

지게 되었다.

을 실시했다. 한국의 전통문화인 비빔밥 만들기, 장작패기, 경운기 체험 및 전통
문양을 활용하여 전통거울 만들기 공예활동 등을 함께 나누며 상호문화다양성
을 이해하게 되었다.

세계어울림한마당 & 대전국제자선바자회
2016년 5월 21일 3년째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어울림한마당 & 대전

독도탐험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
2016년 8월 11~13일(2박 3일) 울릉도·독도탐방을 실시했다. 독도의용수비
대 생존자를 만나고 독도지킴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며 소중한 우리 국토인 독
도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독도경찰수비대 및 독도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면서 구체적으로 독도에 대한 지식과 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의식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72

국제자선바자회 세계시민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독도사랑 퀴즈대회, 전통부채

전국 모의유네스코 총회

펼친 힐링 프리허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평등과 나눔을 실천하

2016년 8월 7~10일(4박 5일)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EFA)를 위

고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전국 모의 유네스코 총회에 본교가 선정(전국 16개교)되어 러시아 대표로
영어로 연설문 등을 발효하고 활동하면서 미래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e-ICON 세계대회 대전대표 참가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 나갔다.

경주에서 진행된 e-ICON 세계대회(2016년 8월 19~24)에 참가하여 일본학생
들과 협력하여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 등을 함

대전지역 ESD연합활동 주최

께 제작해 보는 등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는 과정 속에서 세계의 다양성

2016년 9월 3일 대전복수고등학교에서 대전 유네스코 고등학교 연합활동 및

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각 학교별 ESD 유네스코 주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각 학교별 특색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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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한국민화퍼즐 등의 체험부스 운영하였고, 복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는 유네스코활동 사례를 나누었으며 오후에는 강당에서 상호연계성 체육활동
을 통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각 지역을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팀을
이루어 유네스코 주간을
위한 공동아이디어를 탐
색하고 각 팀별 발표 활동
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유네스코 활동
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등교 맞이 학교폭력예방 평화캠페인 실천
2016년 5월 25일 등교길 아침,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아픔을 나누는 폭력예방 유네스코 평화
활동을 통해 보다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다.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 전개
2016년 5월 27일 대전역 전시장 및 중앙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상권 활성
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문화식당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접해보고
전통의상 체험을 하면
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하 천 정화 활 동 을
전개하며 지역 주변 환
경을 깨끗이 하려는 노
력을 기울였다.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다양성 수업실천
문화와 인종의 차이를 넘어 세계시민으로 하나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2016년 7월 8일 대전복수고 유네스코학생들과 대전 거주 국비 유학 대학생 간

녹색연합 환경여름캠프 참가

의 문화교류 공동수업

2016년 8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지리산 2박 3일 여름환경캠프에 참여하

을 진행하였다. 차이와

면서 지리산 등반, 생태환경탐사, 환경보호 아이디어 나눔 활동을 통해 지구를

다름은 인정하고 수용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일상생활 속 에너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

지 절약, 자연보호 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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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스스로 기획한 행사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우리 학교가 대전에서 고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은 다른 유네스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등학교 부스를 가장 먼저 시작해 3년째 계속 이어오는 프로젝트이다. 쏟아져

처음 만난 친구들과도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끊임없이 토론을

나오는 아이디어를 위해 브레인스토밍 같은 방법도 사용해보고 자료를 찾는 와

하는 시간이 나에겐 색다른 경험이었다. 항상 학교 안에서 동아리 부원들과만

중에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아이디어가 관건임을 항상 다시 깨닫는다. 단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갇혀있던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피드백과 조언, 창조적인

부스를 위해 몇 달 씩 고민하고 수정하고 준비한 후 부스를 열었을 때 입에서

아이디어를 통해 시야를 넓게 펼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별히 세계시민여행에

웃음이 나오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나 그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서 기억에 남는 시간은 서로의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피드백

찾아올 때이다. 그 모습을 봐야만 ‘아, 이번에도 해냈구나’라는 성취감과 뿌듯함

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게 간단한 피드백과 칭찬을 남기는 시

이 나를 가득 채울 듯이 밀려들어온다. 2년간의 유네스코 활동은 창의성의 싸

간을 가졌었다. 처음 해보는 방식의 소통 방법이었는데 다른 학교의 좋은 아이

움이었다. 작게 반짝이는 머릿속의 불빛이 점점 커져 나를 변화시키고 바로 그

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아이디어를 우리 학교의 유네스코 프로젝트에도 사

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깊게 실감한 지난날들이 나의 가

용할 수 있어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학교단위 유네스코에서 빛

장 빛나는 시기를 만든 것 같다.

을 발했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유네스코 친구들과 모여 지역 내 공동행동을 위
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우리 동아리가 주체적으로 진행했던 ‘하천정화활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동’과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이다. 레인보우프로젝트의 주제에 맞게 어떤 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동을 할지 고민하던 중에 대전에서 가장 번화했다는 은행동의 하천이 정작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몇 달 씩 고민하고 수정하고 준비하고 실천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많이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지역의 시장 상권이 침체되

하면서 ‘아, 이번에도 해 냈구나’라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나를 가득 채울 듯이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은행동 목척교 밑 하천을 정화한다는 명목 하

밀려들어 온다. 2년간의 유네스코 활동은 창의성의 싸움이었다. 작게 반짝이는

에 조를 나누어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모든 인원을 2조로 나누고 한 팀은 역전

머릿속의 불빛이 점점 커져 나를 변화시키고 바로 그 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의

시장으로, 그리고 한 팀은 중앙시장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사람들

변화를 만드는 것을 깊게 실감한 지난 날들이 나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만든

에게 보여드리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물론 실제로 물건을 사드리

것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칠 법도 하지만 작은 희망의

기도 하였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재래시장과 같은 지역 시장에 많이 가보지 못

가치를 찾는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더욱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하다.

한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재미있고, 지역의 상권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부여해주었고,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유네스코에서 보낼
남은 시간동안에도 유네스코의 한명의 일원이자 대표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레
인보우 프로젝트와 함께 보내고 싶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 대전지역 고등학교(20개교)와 연합하여 ESD 유네스코 주간에 대한 협
의를 하고 함께 친밀감을 쌓기 위한 활동들과 학교별 특색 있는 사례들을 나누면
서 풍성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었다. 관심분야의 지역전문기
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내·외 유네스코 활동들을 통해 꿈에 한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활동들로 학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잔반 줄이기 활동 등은
물론 대전대학교와 연계한 공동문화수업, 국제교류센터와 함께 한 국제 자선바자
회 및 대전거주 외국인 한글교실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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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송촌고등학교

송촌 5樂場에서 세계로! 함께 가는 행복!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3번길 11(송촌동 57)
지도교사
장윤정 선생님, 유재임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진주, 이 지, 윤예림, 주지은, 정지은, 오수빈, 유민지
추
 선화, 김병웅, 김태윤, 이지수, 이성용, 박병준, 김현욱
이지은, 백승욱, 이슬기, 윤민정, 윤문희, 이승현, 이정아
곽서연, 윤희경, 김유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물건 살 때 한 번 더 생각하기

다른 지역도 비슷한 추세이지만 대전에는 대형 마트가 많은 편이다. 마을

공정무역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고양시켜 착

주변의 상점은 점점 대형 마트나 대기업의 상점에 밀려 우리 지역 상점들이

한 소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친환경적인 제품, 윤리적인 제품, 좋은 기업 제품

어려워지고 문 닫는 상점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이웃의 경제권, 바로 우리

을 고를 수 있고 공정무역의 목표인 대화, 투명성, 존중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

가족의 경제가 영향을 받아 어려워지고 있다. 조금 비싸더라도 가급적 동네

화할 수 있다.

의 슈퍼, 식당, 서점, 문방구 등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소비에 대

대안 면 생리대 제작하기

한 개념을 송촌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이 프로

면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해보고 홍보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젝트는 중리시장, 법동 시장 등 재래 시장 활성화와도 연결되어 더욱 더 실

여성으로서 건강도 챙기며 내 몸을 사랑하게 된다.

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잔반 남기지 않기

지역 내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도 하여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현재 본교를 포함하여 잔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잔반 줄이

의견을 수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와 ‘공정무역 상품 공동 구매’

기 캠페인을 통해 경제적 손실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를 진행하며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 내 주민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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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본교 도서관 내 유네스코 부스 운영

• ‘송촌고 유네스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기념일

교내 도서관에 유네스코만의 부스를 마련하여 유네스코의 개념과 활동내용 등

등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유네스코 활동 홍보하기
•공
 정무역 홍보물 제작(영상과 포스터) : 공정무역의 정의와 정당한 임금을

을 시각자료를 만들어 알리고, 관련 책자를 부스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도서관
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노동현장에 대하여,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경우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위험성 등
•공
 정 무역 비행기 : 송촌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하면 떠오르는 생
각들을 쓴 후 구조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모양으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공정
무역에 대한 생각을 작성한 후 큰 상자에 넣는 행사(좋은 의견을 써준 학생
에게는 공정무역 상품 증정)
•위
 공정 무역 비행기 이벤트에 대한 결과로 보고서 작성
•공
 정무역 상품 공동구매 실시(본교 재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으로, 학생들이 즐겨먹는 초콜릿이나 어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등을 반별
로 구매 여부를 조사하여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
•내
 가 직접 만드는 면 생리대 : 일회용 생리대는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몸에 직접 닿게 되면 좋지 않고 다른 일회용품, 기저귀 등과 마찬가지로 일
회용품 중 하나이므로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자신이 직접 면

대안 면 생리대 한 번 사용해 보기

생리대를 만들어서 사용해 봄으로써 일상의 작은 변화가 환경을 보호할 수

5월 1~30일까지, 면생리대를 송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보고

•잔
 반 남기지 않기 : 학급별로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생을 표시하여 가장 우
수한 학급 선정하여 칭찬하기

홍보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자
부심과 함께 여성으로서 건강도 챙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 몸 사랑을 실천했
다.

대전지역 유네스코 학교 연합 활동
대전 견우와 직녀 축제 ‘코리아니즘, 한국을 통해 세계를 보다’ 부스 운영.
전통부채 만들기, 한복체험, 전통놀이 대결 등 시민들이 코리아니즘에 걸맞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하였다. 팜플렛 등 시각적 자료를 제작하
고 그것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옛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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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교육’ 관련 주제 학습 및 토의 토론을 통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달간, 잔반을 가장 많이 줄인 학급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학생회와 연

여름방학이 끝나고 유네스코 학생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

합하여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알

한 후 감상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토론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

리고,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을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여 호펜 등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였다.

대전 둘레산 잇기

송촌고 아나바다 장터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대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둘레산 12구간이 활성화되어

아직 쓸 만한 물건들이 단지 새로운 것이 나왔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일들이 자

있다. 매월 대전송촌고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 대신 둘레산을 오르며 사제 간

주 있고 이 때문에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아나바다 장터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

실시하여 중고물건을 꺼려하던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

니라 등산 중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하였다.

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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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줄이기 캠페인
‘잔반을 줄이자!’라는 구호를 항상 외치지만 여전히 잔반이 많이 생긴다. 4월 한

공정무역 인식개선 캠페인
지난 9월 3째 주에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의 정의와 효과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물을 제작하여 각 층의 게시판 및 학급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정무역의 필
요성을 깨닫고 착한 소비인이 되고자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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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대전둘레산길 잇기 안내지기의 도움을 받아 대전둘레산길 잇기를 하고 있으며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대전둘레산길 잇기 카페에는 우리 학교 관련 둘레산 잇기 코너가 따로 있어 소

막연하게 유네스코 동아리의 일원으로 기획하기 시작했던 캠페인들을 하나씩

통하고 있다. 공정무역이나 잔반줄이기 캠페인은 피켓 홍보, 전단지, 부스 등을

진행하면서 환경, 경제정의, 그리고 지역고유문화까지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

활용하였고 축제 때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좀 더 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선정한 나의 변화가 송촌의

양한 방식으로 SNS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할

변화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변화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하여 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적이고, 바르지 못한 인식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혼자서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어렵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세계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민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과 함께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 보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소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학교에

모든 프로그램에 재학생을 비롯하여 교사들까지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

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대전 유네스코 연합학교 활동, 그

이라고 예상했으나 예상외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줘서 눈에 띄게 급식 잔반량이

리고 전국의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세계시민여행까지 적극적으로

없어지고 공정무역 물품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수요가 많아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오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

유네스코 학생들 또한 더 힘을 얻어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환경 문제

고, 비판할 줄 아는 안목을 키워 다른 이들의 변화까지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나 경제정의 등에 관련된 문제는 학생들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직접적인 문

위한 발걸음 내딛었다.

제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했던 경험이 거의 없어서 어떠한 캠페인을 운영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유네스코 팀원들이 똘똘 뭉쳐 머리를 맞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대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지도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

가정에서도 공정무역 상품 공동구매에 참여하며 공정무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조언을 구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야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또한 대부분의 유네스코 학생들이 지역고유문화

과 심각한 실태를 알게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선생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활동에 참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으며 이를 통해 선생님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께서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잔반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

환경 문제나 경제정의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찾

시고 학생들과 함께 면생리대를 제작하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셨

아보고 전보다 자세하게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 둘레산 잇기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으며 학생들에 대한 관

그동안의 유네스코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아이디어 등이 생겨날

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수 있도록 토론 토의를 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아직 우리 주
위에는 유네스코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우리는 유네스코를 알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교 선생님,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지역 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민들도 관심을 갖고 유네스코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해야 할까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내가 내리는 희망의 비이다.”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교,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송천고등학교 윤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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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국어고등학교

To the world, to the future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9 (내동)
지도교사
구소형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민희, 남상연, 박지연, 윤희주, 이승진, 장은세
전강훈, 조준희, 강지예, 금진호, 김선웅, 김종혁
김지원, 민지은, 박서연, 손명지, 최지웅, 이재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있나요?

수 있는 바람직한 세계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탐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상 여러 개의 언어로 반을 나누어 생활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문화처럼 다양한 문화 역시 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다. 외국어를 배움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교환학생들과의 생활, 그

올해 저희 동아리가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주제는 ‘세계

리고 해외 단기 교환학생 파견 등을 통해 세계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

화’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사

다. 이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그와

람들의 대다수가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하였습니다.

와는 대조적으로 동아리 내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세계화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

허나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 속, 불행하게도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세계를 이끌어나갈 우리가 먼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의 융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성립해야 하며, 이후 이러한 의식을 많은 사람들에

합으로 자문화 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 국제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게 전파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바람직한 세계화 방향을

강대국들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되어 약소국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

함께 탐색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

을 수 있다는 점, 국가들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 나라의 위

록 돕기 위해서, 또한 한국의 세계화 방안을 함께 고안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기가 그 나라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에도 악영향을 미친

과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는 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며 사회적인 대립이 발생한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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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방문

‘변화는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

국제기구 유네스코에 대한 지식을 보완하고 명확히 인식한 다음 보다 더 효과

올해 저희 동아리의 궁극적인 활동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변화’ 할 수

적이고 진정성 있는 동아리 활동을 실행하고자 직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방

있게끔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아주 작은 변화만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만

문하여 견학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부원들

들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고 진행한 활동들은 서툴고 미약했다

이 직접 한국위원회 측에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

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변화하자는 목표 아래 서서히, 조

응답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 시 대전외고 학생들의 질

금씩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며 동아리 부원 모두가 성실히 활동하며 점

문을 수합하여 전달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세계시민의식

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큰 사회의 변화를 위해 캠페인, 부스 개최 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자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활동을 주도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 할지라도,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자세에 있어서 동아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에 조그마한 변화가 있었다고 믿기에, 저희 활동은 성공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성장한 만큼, 앞으
로도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활동
‘세계화’를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
를 적은 나무를 피켓으로 제작하고 탐구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세계화를 바라봄으로써 세계화에 대한 부원들의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화 UCC 제작
‘세계 각국의 바람직한 세계화 방안’을 주제로 1년간의 동아리 활동 후 세계화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활동

에 대한 부원들의 인식 변화를 비교해보기 위해 UCC를 제작했습니다. 부원들
은 각자 전공으로 하는 언어에 따라 각 국가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세계
화를 바라보는 각 국가별 다양한 관점과 세계화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알리고
여러 국가의 실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전 유네스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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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연관지어 부원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연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하고 그와 관련된 피켓을 제작하여 교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1세기 사회

하고 진로계획과 동아리 활동의 계획에 있어 각자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노

에서 세계화가 가지는 의미를 소개한 뒤 ‘세계화는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설

력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리아니즘과 한류 3.0을 비롯한 한국의 세계화에 대
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한국의 세계화가 실패한 원인을 함께 분석하는

대전 유네스코학교 공동행동

등 세계화에 대한 대전외고 학생들의 인식을 점검하고 동시에 세계시민의식을

5월 진행된 유네스코 청소년 Rainbow 세계시민여행에서 지역별로 논의한 공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행동 계획을 바탕으로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인 가오고, 노은고, 대덕고, 대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세계화 관련 교내 캠페인
동아리 부원들은 네 개의 조로 나뉘어 각각 세계화와 간련된 자유 주제를 선정

전외고, 반석고, 복수고, 송촌고, 충남고, 충남여고가 모여 ‘2016 대전 견우직녀
축제’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한국의 세
계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사전조사
를 실시하였고, 한국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세계화 방법에 관해 함께 논의하였
습니다. 논의 결과 한국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 부스’
를 개최하여 한복 체험, 전통 부채 만들기, 전통 놀이 대회 등 시민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함
께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OICA 국제개발협력 강의

교내 모의유네스코 총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는 강연에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확한

교내 모의유엔 동아리 MUN at DFLHS와 연합하여 ‘세계화 시대의 원주민 인권’

의미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잘못 알고

이라는 의제 아래 교내 모의유네스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 간 교류가 과

있던 지식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청소년으로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연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올지에 대하여 부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 관련 직업을 갖는

며, 직접 각 국가의 대사가 되어 해당 의제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표명하고토론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신만의 가치관과 전문성 가지는 것임을 이해하고 자

하며 국가 간 이해관계와 국제 정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 시

신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가 모여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평화

UN 종사자 진로 특강

로운 지구촌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네스코 부원들이 국제기구 관련 진로를 희망하기 때문에 현재 UN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 선배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국제기구의 세분화된
부서, 입사할 수 있는 방법, 갖춰야 할 자질 등 책, 인터넷 등으로는 알기 힘든
실질적이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국제기
구 종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막연했던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국책연구단지 방문
동아리 진로 체험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시에 있는 국책 연구 단지를 방문하여
국제협력 분야 종사자분들과
의 만남을 통해 국제 협력 업
무에 대해 알아보고 질의응
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

유네스코 교육 신문 제작

히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유네스코에서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근무한 경험담과 더불어 국

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국제상을 이어받고자

제 교육 협력이라는 분야와

‘세계화’라는 포괄적인 주제 아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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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으로 탐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신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연합 모의유네스코 총회

교육 시스템과 개발도상국의 교육 실태를 비교하며 해결책을 강구하였고, 세계

노은고, 대덕고, 대전외고, 복수고, 전민고의 5개교 연합으로 진행된 모의 유네

문해의 날을 맞아 문맹 실태와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문해 교육을 소개하였습

스코 총회를 주최했습니다. ‘난민 인권 보장과 교육 제공’이라는 주제 아래 세

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에 초점을 두고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사업

계 각국의 난민 문제 현황 및 세계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난민 관련 정책을 알

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담았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아보았으며 그 해결책을 스스로 고안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아리 부원들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 신문을 교내에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이 직접 다양한 국가의 대사가 되어 각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문제를 객관적
으로 바라봄으로써 국가 간 이해관계와 국제 정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

‘모두를 위한 교육’ 교내 캠페인

니다. 국제 사회의 문제를 극

한 학기 동안 세계화와 관련된 폭넓은 활동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때

복하고 보다 밝은 미래 사회

는 보다 심층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

를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세부 주제로 결정하였으며 유엔의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의안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시행한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

의 ‘모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

니다.

습니다. 유네스코의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교내 학생들에게 전파하고자 교
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시민’ 정의를 통한 인식변화 점검

세계 각국의 교육 현황, 모두를 위한 교육, 문맹 퇴치와 세계 문해의 날, 올바른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세계시민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피켓으로 제

언어 교육 등을 조사하고 그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신문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

작하여 동아리 부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얻

내에 부착했습니다. 많은 학

은 인식 변화를 깨달았으며 이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세계시민이

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려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
해 캠페인을 홍보하였으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육 관련 퀴즈
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전 유네스코학교 연합활동
가오고, 노은고, 대성고, 동방고, 대전외고, 반석고, 송촌고, 유성고, 지족고, 한
밭고의 10개교가 소속된 2016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대전지역협의회 고등 2
분과 연합활동을 주최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비롯한 유네스코 사업 전

국제브랜드 메이킹 프로젝트

반에 대한 퀴즈를 진행함으로써 국제기구 유네스코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지식

1년간의 동아리 활동을 정리하며 앞선 활동들을 통해 얻은 세계 이슈 등에 대

을 넓혔으며, 2분과 공동 주제로 설정된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

중심으로 각 학교에서 진행한 활동과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다. 국제브랜드를 고안하고 구체적인 목표, 참여 국가, 펀딩 방법, 홍보 방법을

유네스코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하면서 더 나은 동아리 활동을 위

설정하며 진정한 세계시민이 되어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을 모색하였습니다. 또
한 학기 초에 제작한 세
계화 UCC와의 비교를
통해 세계화와 세계 곳
곳의 문제들에 대한 인
식 변화와 내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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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한 학기 동안 이어온 세계화와 관련된 폭넓은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는 보다 심

사실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부원들 모두가 진정한

층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2학기

세계시민이란 무엇인지, 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논의 끝에 결정된 세부 주제는 ‘교육’이었습니다. 유네스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코에서 시행한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의 ‘모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인권문제와 난민문제에 대해 모의 유네스코를

아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저희는 유네스코의 교육 사업에 대해 알

진행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육현황에 대해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토론

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나누어 세계시민교육, 세계 각국의 교육 현황, 모두

하며 신문과 포스터를 만들고, 세계화의 양면성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

를 위한 교육, 문맹 퇴치와 세계 문해의 날 등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후, 관련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구촌의 문제점들과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어

내용을 교육 신문과 포스터의 형태로 콘텐츠화 하여 교내에 부착했습니다.

떤 자질을 갖춰야 할지, 또한 어떤 활동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이처럼 저희는 계속해서 학생들,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궁극적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 저희 동아리 활동 목표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라고 말할 수 있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같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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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홍보하였으며 캠페인 등과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세계화를 바라보는 비판적 안목을 기르고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는 것을 동아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목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 일방적 설명이 아닌 퀴즈, 모두를 위한 교육 정

교내 캠페인 활동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라는 특성 상

의내리기 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새천

학교 내에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큰

년 개발 목표, 모두를 위한 교육 등 유엔 및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교육 사업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이라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들의

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부원들과 학교

관심사를 맞추는 것인데, 본교 학생들의 국제적인 관심에 적합했기 때문에 성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식이 달라졌고 세계시민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습니

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 다른 학교들과의 연합 부스 운영, 공동 행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네

예상보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대전지역 5개교 연합 모의유네스코 총회였습

스코를 알리고 세계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학교 간

니다. 모의유네스코 총회를 준비하는 것은 파트너 간의 충분한 대화, 합의가 필

의견 교류를 통해 앞으로 유네스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며 적

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생과의 관계이므로 서

극적으로 변한 부원들의 모습과 더욱 동아리에 애착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선

로가 접근과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생님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하여 다른 학교라는 생각이 아닌, 모두 같은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이라는 점
을 생각하며 서로의 차이를 줄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해야 할까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세계화 UCC 제작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는 안목을 키운 저희는 지난 6월 세계화 관련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

올해 초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활동의 ‘의미’였습

리는 21세기 사회에서 세계화가 가지는 의미를 소개한 뒤 ‘세계화는 바람직한

니다. 작은 활동 하나하나에도 과연 의미가 있는 활동일까 고민하며 그 의미를

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코리아니즘과 한류 3.0을 비롯한 한국의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더니, 부원들 모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스로에게 알

세계화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등 세계화에 대한 대전외고 학생들의

맞은 의미를 부여하며 활동에 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

인식을 점검하는 동시에 세계시민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의미 있고 가치로운 활동

8월에는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의 연합활동이 있었는데, 10개교는 연합활동의

들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작년에 비해 유네스코 지원금을 사용하는

주제로 ‘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을 선정하였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 방안을 함

형식이 달라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이나 연합활동 시 문구류와 같

께 고민하여 그를 행동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은 작은 준비물들이 자주 필요했는데, 그럴 때마다 학교에 예산을 신청하고 법

인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대전 지역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전통

인카드를 받아 지원금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작년처럼

문화 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저

자유롭게 지원금을 이용하고, 이후 영수증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

희가 생각하는 한국의 세계화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류가 나아가

더욱 활발한 프로젝트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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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손주영, 장승순, 김민서, 김휘건, 박민성, 손원택, 최무용
이정훈, 이세련, 함다연, 채기혁, 주현승, 박 건, 손민규, 정제하
오영훈, 조영규, 김소현, 강자연, 김경현, 마효정, 민소희, 박수인
박수인, 이유정, 정수아, 홍미영, 김기섭, 김진영, 주승현, 박규영
이성태, 신지환, 손주영, 이하늘, 한재환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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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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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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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② 지역사회 :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따돌림과 폭력이 줄어든 즐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따돌림을 말하는데 이러한 폭력과 따돌림은

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다. 회사에서 어른들 사이에

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갈등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서로 존중하고 이해

서도 따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인종차별 또한 일종의

하며,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따돌림 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따돌림은 우리 주변 가까이 또는 멀리 전 세계적
으로도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

않고,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심각한 문제이다. OECD국가

나요?

중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자살 원인 중 학교폭력이 7위에 해당된

• 레인보우 프로젝트 ‘생각의 나무 만들기’

다. 이는 학교폭력이 심할 경우 피해자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학교폭력 알아가기

이렇듯 폭력과 따돌림은 우리 학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더 나아가 전

• 학교폭력 공감하기 - 학교폭력 관련 영화 감상 후 소감문 쓰기 및 토론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드림저금통 모금행사
- 1차 : 수제레몬에이드, 수박화채 판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① 교내 :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줄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한다. 또 학교폭력을 방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먼
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와 도덕적인 인권 의식을 고취시켜 행복한 학교가 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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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천연탈취제 만들기 체험, 세계 전통의상 체험 행사
• 세계시민교육
- 우리 함께 ACT 할까요? (아동노동 관련)
- 교실에서 시작되는 정의 (학교폭력 관련)
• 대전지역 유네스코 학교 연합활동 참여

레인보우 프로젝트 ‘생각의 나무 만들기’

드림저금통 모금활동(1차)

동아리 시간에 동아리 부원들이 힘을 합쳐 ‘학교폭력 싫어요!’를 주제로 생각의

빈곤한 나라에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드림저금통 모금을 위해 부

나무를 만들었다. 각자 학교폭력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이야기 해보고 직접 생각

원들이 함께 수제 레몬에이드와 수박화채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더운 날씨에

의 나무를 채우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원들이 고생하였지만 수익금을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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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학교폭력 알아가기
동아리 부장을 중심으로 조별로 학교폭력의 정의, 실태, 예방 방안에 대해 조사
하고 발표한 후 함께 우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이 놀랐고, 우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
을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유
익한 시간이었다.

세계시민교육
학교폭력 공감하기

동아리시간을 이용하여 부원들과 함께 아동노동을 주제로 한 ‘우리 함께 ACT

학교폭력 관련 영화를 부원들과 함께 고르고 감상한 후 소감문을 작성하고, 영

할까요?’와 학교폭력, 협동을 주제로 한 ‘교실에서 시작되는 정의’ 세계시민교

화에 나오는 각 인물들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봤다. 가해자, 가해자의 가족, 피

육을 이수하였다. 강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사진들을 보며 토론도 하고, 자유

해자, 피해자의 가족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사람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롭게 개개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며 아동노동의 문제점과 교실의 정의에 대해서

공감해볼 수 있었다.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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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드림저금통 모금활동(2차) 예정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학교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여 천연탈취제 만들기 체험과 세계 전통의상 체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행사를 통한 2차 드림저금통 모금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학교가 유네스코 학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하는 동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 연합활동

이렇게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

대전지역의 유네스코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연합활동을 했다. 각 학교에서의 활

게 느껴졌다.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평소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에 대

동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거리가 가까운 학교끼리 짝을 지어

해 들었을 때는 놀라기도 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고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단편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활동을 계획했다. 처음으로 유네스코 연합활동에 참여해

적으로만 생각했지 나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아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는데 동아리에 가입하고, 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다양한 유네스코 활동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연합

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뻔하고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

활동을 하면서 친해져 다음 연합활동도 기대가 된다.

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고통을 공감하려 노력했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번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사이트인 도란도란도 알게 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영화를 함께 시청한 후 함께 토론을 해보며 가해자
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평소처럼 친구들과 잘 지내고 때론 평소보다
친구들을 배려하려 더 노력했다. 상대가 아파한다면 내가 장난이었어도 그것은
폭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상처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변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가족
들이 변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 사회가, 세계가 변하리라 믿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전지역 유네스코 학교 연합활동에 참여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진행된 것, 앞으로 진행할 것, 우리의 소감 등에 대해 이
야기 한 적이 있었다. 우리학교는 처음으로 이런 연합활동에 참여해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었다. 다음에 또 이러한 연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고 싶고, SNS를 활
용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보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싶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대보다 성공적이었던 것은 드림저금통 행사, 학교폭력
관련 영화 시청 후 토론이었다. 드림저금통행사는 동아리 부원들이 많은 친구
들과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고, 학교폭력
관련 영화를 진지하게 열심히 시청했고, 토론의 열기 또한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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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이끌어 가는 부분이었다. 드림저금통행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부원들
이 소극적이어서 힘들었지만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부원들과 함께 소극적인 친구들을 다독이며
하다 보니 어느새 모두가 함께 웃으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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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어려웠던 부분은 유네스코 동아리의 부장으로서 소수의 소극적인 부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
로 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끼리 뭉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부대찌개이다.”
부대찌개는 맛이 다른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함께 들어가 조화를 이루면서 맛도 좋기 때문이다.
대전용산고등학교 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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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민고등학교

From change to chance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63
지도교사
장성예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선호, 유혜민, 정주은, 조민성, 박성규, 서언주
이서영, 성권홍, 최 선, 이성민, 이수빈, 구승모
김용문, 서고운, 최서영, 최이윤, 김지호, 채진유
이보은, 이성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식용작

있나요?

물을 키움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고 그의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

입시를 눈앞에 둔 고등학생들은 자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관심을

을 것이다. 학교 텃밭 체험에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는 크게 식물관리에 대한 소양

갖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함양, 식생활 개선이다.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농사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파괴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게 하여 사람

있다. 텃밭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농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고 싶다. 또한 올바른 환경의식

이 활동이 우리학교의 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을 갖게 해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확장시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것이다. 일단 교내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후에 교외에서 주위 환경에 대

게릴라 가드닝이란 잘 가꿔지지 않은 땅을 가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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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시멘트 사이에 작은 정원을 꾸밈으로써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자연의 소중함/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려 한다.

일단 다른사람들에게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동아리 내에

텃밭-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결과물을 보는 것이 효과적인 인식

서부터 부원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되도록 매 시간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보고, 맛보고 일궈낸

환경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배워가면서 위의 게릴라

일들을 기록하면 쓸모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게릴라

가드닝,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환경의식

가드닝이 우리 동아리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텃밭을 가꾸

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순환도전(2016년 5월 26일~8월 11일)

텃밭활동(2016년 7월 5일)

환경부와 자원순환연대가 공동 주최한 순환도전 공모전에 참여하였다. 업사이

학교 내 있는 텃밭의 잡초를 정리를 시작으로 텃밭을 가꾸었다. 올해 수확한

클링, 쓰레기 무단 투기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오염, 환

농작물은 고구마였다. 동아리 부원들은 고구마를 심는 시기에 맞추어 점심시간

경보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직접 실천하였다. 그 중 한 팀은 업사이클

을 통해 고구마 줄기를 심었다. 그 후 틈틈이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물을 주

링에 대한 주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업사이클링 인식 설문 조사부터 업사이클

며 키웠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시간(2016년 10월 19일)을 이용하여 그동안 재

링기업 인터뷰, 업사이클링페스티벌 참가, 업사이클링 홍보지를 직접 제작, 간

배한 고구마를 수확하고 가사실에 건조하였다. 동아리 부원들 모두 자신이 심

단한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까지 활동하였다. 또한 업사이클링에 홍보지를 만

었던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성장해 맛있는 고구마가 되었다는 점에 놀랐고 보

들고 이를 교내 곳곳에 홍보활동 한 결과 전민고 학생들이 업사이클링에 대해

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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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알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갑천생태탐방(2016년 7월 5일)

게릴라가드닝(2016년 7월 13일)

동아리 체험이 날을 맞이하여 대전전민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는 대전충남

학교 내에서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게릴라 가드닝을 실시하였다. 직접 씨앗

녹색연합과 함께 대전하수처리장과 갑천 탑립돌보를 방문하였다. 지독한 냄새

폭탄을 만들어 학교 벤치 주위, 매점근처, 등굣길 등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

가 나며 기피시설이었던 대전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에 씨앗폭탄을 던지고 물을 주었다. 이를 통해 교내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오수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오수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피어있는 꽃을 보며 환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 과정을 보고 깨끗하게 처리된 오수가 어떻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지가
궁금해 갑천에 가서 깨끗이 처리된 물을 보았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지만 관
심있게 보지 못할 갑천의 탑립돌보가 철새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이러한
시설이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자연에게 피해를 미친다는 경각심을 느꼈다. 결
국 환경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함을 깨달았다.

지구촌불끄기행사 홍보(2016년 3월 17일~3월 19일)
2시간, 지구를 위해 불을 끄는 행사인 ‘지구촌 불끄기 행사’는 178개의 나라가
매년 참여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캠페인이다. 이에 고등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해 각 교실별 게시판에 ‘지구촌 불끄기 행사’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게시하
였다. 게시물을 보고 ‘이런게 있었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에 참가해봐야
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 뿌듯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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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라디엔티어링(2016년 5월 14일)

환경퀴즈 (2016년 8월 31일)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 기후변화에 관

유네스코동아리 내부에서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한 활동들을 마무리

한 설명을 해주는 라디오를

하는 차원에서 환경퀴즈를 진행하였다. 환경지식영상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지

들으며 걷는 활동에 참여하

식들을 얼마나 알고 있

였다. 코스를 걸으며 중간

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중간에 기후변화와 관련해

다. 생각보다 많은 부원

서 퀴즈도 맞췄고, 기후사

들이 환경에 대해 많이

진전 당선작 감상도 하였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다. 부원들은 이 기회를 통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해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

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

각한지 몰랐다 앞으로 관심

꼈다.

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연합모의유네스코(2016년 9월 11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복수고등학교, 대덕고등학교와 함

환경지식영상(2016년 5월 4일~8월 17일)

께 9월 11일에 난민 인권 보장과 교육 제공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유네스코 동아리 내부에서 환경에 관한 지식을 쌓기 위해 TED영상과 환경부

rights and the provision of education for refugees)이라는 주제로 모의유네스

영상을 보고 알게된 지식을 ‘환경전문지식’ ‘일반지식’으로 나눠서 보고서를 작

코를 하였다. 32명의 학생들 각각 한 나라의 대사가 되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

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원들은 기후변화에 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

고 있는 난민문제, 특히 그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간

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본 영상들은 다음과 같다.

이 받아야할 최소한의 보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모의 유네스

TED ED :

코 총회를 통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족하는 결의안까지 작성하는 보람찬 시간

•Climate change: Earth's giant game of Tetris

이었다.

•Can wildlife adapt to climate change?
•How did clouds get their names?
•Why the Arctic is climate change's canary in the coal mine
•How to create cleaner coal
•Cloudy climate change: How clouds affect Earth's temperature
환경부 :
•환경부와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힐링해먹’
•생태하천 복원사업 홍보 동영상 EBS지식채널-플라스틱아일랜드

연합모의유네스코(2016년 11월 6일 예정)
서대전여자고등학교와 충남고등학교와 함께 서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환경난
민의 실태 파악과 협약 체결’이라는 주제로 모의유네스코를 할 예정이다. 투발
루 등, 환경의 변화로 난민이 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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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세계시민’이라는 말이 멋있다고만 생각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상외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20명으로 구성된 동

자주 들어본 말도 아니었고, ‘세계시민’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읽어봐도 뭔지 잘

아리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했었는데, 제한된 동아리 활동 시간 안에 개개인이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유네스코 활동을 1년 하다보니 이제는 알 것 같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2시간은 개인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할 지 알 것 같다.

이 관심있는 분야와 레인보우프로젝트의 7가지 활동주제(평화, 인권, 다문화, 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연합 모의 유네스코총회는 기대보다 성공적이었다. 우리가 만나서 얼마나 좋은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결과를 낳고 정보를 공유할까 걱정이 있었는데 많은 국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동아리의 한 부원은, 가족들이 이전에는 환

시민으로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경, 세계화, 지역문화, 경제정의)와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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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경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업사이클링에 관한 우리의 활동
에 영향을 받아 아파트 동사무소의 우유팩 모으는 활동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아파트 동사무소에 우유팩을 가져오면 휴지로 바꿔주는 캠페인을 한다고 한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학생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고 생각한다.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활동을 기획하는 사

해야 할까요?

람도, 참가하는 사람도 모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네스코학교지역협의회(대전지역유네스코학교연합 및 ESD협의회)에서 대전

학교차원에서는, 입시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지역의 고등학교들과 당시 협의회를 한 시점(2016.9.3)까지 한 활동들을 공유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할 수 있었다. 또한 ESD협의회에서 ‘잔반줄이기’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한 논의
를 하였고, 특히 용산고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아
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노은고등학교, 대덕고등학교, 대전복수고등학교와 난민 인
권 보장과 교육 제공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ovision
of education for refugees)의 주제로 연합모의유네스코를 함으로써, 최근에 이슈
가 되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들을 위
한 교육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작게는 반
별 게시판이나 학교의 게시판을 이용하고, 크게는 SNS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수학이다.”
어려워보이고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지만, 자세히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않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전민고등학교 채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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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고등학교

역지사지로 알아보는 다문화와 환경
학교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1로 64번지(덕이동)
지도교사
임성표 선생님, 엄정은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다빈, 이다솜, 김형태, 장지은, 송선호, 서용주
백지웅, 이경민, 김선재, 김지석, 고은서, 박은경
임유빈, 정은채, 심수아, 정지구, 김연호, 유지석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영화 관람,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있나요?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친구가 되기 위한 1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다

둘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미 지구는 환경 오염의 위

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 공동체 사회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전통

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잔반 줄이기 캠페인과

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공동체이며, 공간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물절약 캠페인, 전기 절약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

생활하는 농촌과 도시의 공동체입니다. 또 고양과 파주에는 크고 작은 공

할 것입니다. 본교 옥상정원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여러 작물을 키워 봄으로써 자

장들이 있어, 여기서 근무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공동체이기

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보고 알릴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도 합니다. 이는 문화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텃밭 가꾸기도 진행을 한다면, 자연의 소중함 아래에서 겉으로 보이는 다른 점은

는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탕이 되기도 하

모두 잊고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며, 다양한 외국, 특히 저개발 국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게 되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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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유네스코 학교 운영 계획은 크게 2가지로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작은 실천이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첫째,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다문화 사람들을 만나

보다는, 눈에 띄는 큰 활동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

보고 함께 1년 동안 여러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

다. 때문에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하는데 그치기도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고 소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

따라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저희 유네스코 동아리는 다문화 다양

저희는 다문화와 환경관련 캠페인(잔반 줄이기 캠페인, 물 절약 캠페인, 전기 절약

캠페인)을 벌였고 학교정원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

호수공원 환경 캠페인(4월 29일)

였습니다. 작게 시작하였지만 큰 실천이 되었던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동아리부원들과 함께 환경과 관련된 피켓을 만들고 우리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호수

여러 과일과 채소가 자라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란 채소를 주

공원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

변 사람들과 나누고, 직접 먹어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조금 더 곁에

제점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알

두고 자연의 신비함과 친밀감을 느낌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고

려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

우리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외

섰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피켓을

부강사를 초빙해 다문화와 환경에 관한 특강(도시 농업, 다문화 가정,

만들면서 환경에 대해 깊게 생각

탈북 주민 등)이나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고,

해볼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알리

실제 다문화 아이들과의 만남과 그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서로

면서 나 또한 환경보호를 실천해

를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
이었나요?

다문화, 환경 캠페인(5월 25~30일)

덕이고의 유네스코 동아리 <지구인> 학생들이 1년 동안(2016년 4월

다문화와 환경이 동아리 활동 주제로 결정되어 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심이 되어 학생회, 방송반 및 다른 동아리와

으로 다문화 피켓을 만들었는데

함께 활동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교생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아 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문

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화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깨달았

•	교내·외에서 연구 활동과 캠페인,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환경 문제

습니다.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와 세계 빈곤문제에 관해 문제를 공유하며 그 과정을 전용 게시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문화

에 게시하는 것.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각성을

•	환경이나 다문화 문제 모두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는 ‘우리’의 일

알렸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알렸

이기에 지역사회에도 적극 홍보하고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는 것.

습니다.

•	세계빈곤의 날(10.17)을 전후 하여 환경과 연관 지은 빈곤퇴치 캠
페인과 모금활동을 실시하는 것.
•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 체험단을 모집하여, 가정에서 필요 없

유네스코학교 캠프1-다문화의 이해
성공회교회 파주 이주노동자 센터장 이종민

는 플러그 뽑기, 2L로 1주일 생활하기, 잔반 0% 프로젝트 등을 실

경기도 다문화 지원단 양철진(5월 31일)

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받아 발표회를 갖도록 하는 것.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해 신부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동

•	유네스코 관련 게시판에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홍보물 게시하는 것.

아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덕이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여 함께 강연을

•	학생회와 연계하여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모이기 위해 바자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주민의 후예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배우면서 조

회를 개최하고 학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
•	학생회와 연계하여 급식실 앞에서 학교 급식과 가정에서의 잔반 줄

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나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성했고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
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
•	매주 수요일을 다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다문화 캠페인을 꾸준하게
펼치도록 하는 것.
•	덕이고등학교의 창체 동아리인 방송부와 시온과 동영상 제작을 통

텃밭 가꾸기(6월~)
환경에 관한 1년 장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에 농작물을 심어 직접 재배해 보았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팀을 나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면서 점점 자라나는 농작물을

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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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작은 행동이지만 환경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뿌

습니다. 산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산사태, 산불,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사람들에게

듯했습니다. 작년에는 짧은 기간에 끝냈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이번 년도에 장

경각심을 알리자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주변을 돌

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다니면서 활동범위를 넓혔고 산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널
리 알렸습니다.

일산복지관 다문화센터 봉사(6월 18일~12월 17일)
다문화 또한 1년 장기프로젝트의 주제가 되어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

등굣길과 점심시간을 활용한 모금활동 캠페인(8월 30일~9월 9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서로에게 도움이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모금활동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지역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봉사를 찾

피켓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침에는 교문 앞에서 환경관련 피켓과 함께 구호

기란 쉽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일산복지관에 찾아가 사회복

를 외치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점심시간에는 환경단체에 보내기

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모금함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다녔고 그 결과 많은

그곳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아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아리 부원들과 학생들 덕

느꼈고 좋은 추억을 많

분에 기부금을 모아 보람찼고 기뻤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

이 만들었습니다. 내성

했을 활동이라고 생각하니 더 적극적으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적인 아이, 적극적인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두를 만나면서 다
문화 아이들을 이해하
고 사랑하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환경관련전시회(6월 23일)
우리학교에 환경과 관련된 전시회가 동아리 부원들과 점심시간에 모여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을 보호
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
고 앞으로 환경과 관련

인권 다문화 환경 UCC 제작(9월 5~9일)

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

경기도 ASPnet UCC공모전에 출전하기 위해 동아리 부원들과 작품을 제작했

을 잡는데 도움을 얻었

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점심시간에 모여 내용을 구상했고 그 결과 3가지

습니다.

주제로 제작했습니다. 주제는 인권, 다문화, 환경으로 선정되었으며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주제의식이 부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인권
을 주제로 한 작품은 꿈을 짓밟히는 학생의 현실을 나타냈고 다문화를 주제로

정발산역 주변 환경 캠페인(7월 8일)
호수공원에서의 캠페인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캠페인을 잰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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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은 노래가사를 바꾸고 종이로 만든 인형으로 페이퍼모션을 촬영했습니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지구를 의인화하여 주제를 부각했습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다. 우리가 직접 UCC를 만들며 그 주제에 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저는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네스코

게 되었으며 그 주제에 관해 조사를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다문화 활동인 다문화관련 피켓활동과 다문
화UCC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나의 인식과 편견들이 많이 바뀌

유네스코 게시판 포스터 제작(9월 9일)

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관련 피켓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우리학교는 유네스코 학교로서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만을 위한 게시판이 설치

생각을 알게 되었고, 다문화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활동을 해

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제를 중심

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피켓을 직접 만들면서 다른 사람

으로 인권 다문화 환경 지구온난화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게시판은 우

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학교 학생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주제를 부각하면서 눈길을 사로

또한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텃밭관리하기와 환경 캠페인 활동들을 하면서 양

잡을 수 있을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관

치를 할 때 수돗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던 저의 나쁜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

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었습니다. 텃밭을 관리하며 텃밭의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텃밭주변 정화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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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통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에는 다문화와 환경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무시했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활동들과
다문화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저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
니다. 며칠전 동아리활동으로 다문화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프의 강의들을
들어보니 다문화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과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
어서,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네

유네스코 학교 다문화캠프 2(10월 15일)

스코 동아리부원들과 함께 봉사를 하며 다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과 편견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한 청소년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집에서도

램을 개최했습니다. 고양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님과 양철진 정발중 선생님, 통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는 식물들을 관리하며 식물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하다

일교육원의 강사로 계시는 박춘화 통일민이 오셔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북

보니 가족들 간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한의 현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저는 이렇게 작은 관심이 모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통일민의 강연이었는데 탈북자를 흔히 볼 수 없을뿐더러 평소에는 잘 듣지 못

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실천으로 옮기고 그것이 전파되어 가족 또는 주위

했던 탈북이야기와 북한의 현실을 들을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즉 지역사회에 변화

도 이러한 교육적인 캠프를 많이 열어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

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환경캠페인과 다문화활동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들을 가족들에게 공유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생겼
습니다. 이렇듯 저는 저의 변화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작지만
큰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는 다문화를 주제로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복지관과 협약해서 지난 6월
부터 지금까지도 매달 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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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

물론 어려운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인 고양시는 다문화라는 주제로

다. 학교의 다른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다문화에 관해 궁금했던

활동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문화 센터인 곳과 연계

것들을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동아리부원들

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

이 함께 해결하였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성공적이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만든 UCC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협동하는 모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일단 자기 지역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주제

습과 아이디어를 내어 서로서로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느껴져 좋은 UCC작품을

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도움주신 유네스코한국위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유네스코 아이들이 주제에 맞는 플랜

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잘 알

카드나 좋은 글귀, 그림 등을 만들고 동아리시간에 사람들이 많은 호수공원에

게 되고 많이 힘든 것들도 친절히 알려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서 캠페인을 벌여 다문화라는 주제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
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어린이들과 추억도 남기고 이야기도
나누며 다문화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 등을 내어 어떤 어려운 순간이오
더라도 협동을 잘해 모든 것을 극복해나갔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공동체이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두 다같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덕이고등학교 정은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 자신이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 먼저 실천해야 모두가 날 보고 따라해 모두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덕이고등학교 김연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바 람이다.”
바람이 불어야 풍차가 돌 듯이 우리가 있어야 세상이 아름답게 돌기 때문이다.
덕이고등학교 김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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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Human Bridge
학교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47
지도교사
신혜정 선생님, 이수정 선생님

학생구성원
심푸름, 정나윤, 곽서진, 구민주, 권영은, 김민선, 김세연
김소연, 김주영, 나혜영, 박시연, 서은지, 유형주, 이승현
이은수, 김희연, 권서영, 김서윤, 유정현, 최우정, 김혜미
손영혜, 신유진, 이수연, 김민아, 송은지, 송하경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작은 관심, 작은 실천, 작은 사람이 시작이다.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학교로서 인권과 다문화, 문화다양성, ESD에 특별한

•한
 사람이라도 더 활동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에는 일본, 미국 국적의 외국인 학생이

• 지속적인 후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재학하고 있고 근처에도 한국켄트외국인학교와 재한몽골학교가 있습니다.

•유
 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주변 외국인학교와는 그동안 특별한 교류가 없었으나 재한몽골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교의 교육중점방향과의
연계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이해와 기여라는 면에서 프로젝트에 의미가 있
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생들은 교내·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화와 동화해 가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입니다. 지역의 문제가 곧 내 문제이고, 타 문화권의 가치와 양식이 국경 선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실천적 인성을 갖춘 세계시
민으로서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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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재한몽골학교 후원금 모금

전교생의 의식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 세계에 단 하나 있다는 ‘재외’ 몽골학교가 본교에 인접해 있습니다. 본국으

개최했습니다. 예상보다 관련 활동을 해 온 학생들도 많았고 새롭게 관심을 가

로부터 별다른 후원이 없어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후원금 모

지게 된 학생들도 있어서 공모전 자체로 캠페인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제출된

금을 위해 유네스코동아리가 학생회와 협력해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각 교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의하고 조율하는

실에서 몽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금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과정 자체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
각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이해와 세계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다양한 문화권의 특성과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건물 내에 포스터를 전시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
생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학생 식당 앞 운동장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재한몽골학교 후원금 모금
교실 모금활동과는 별도로 운동장에서도 캠페인을 벌였는데,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중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일 처음 동참한 학생이 중학생이
었다는 것이 다소 아이러니했는데, ‘이 학생, 꼭 우리학교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
다!’라는 마음에 즐거움이 배가 된 활동이었습니다.

다문화 이해와 세계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포스터 내용을 중심으로 퀴즈코너를 운영
하였습니다. 문화권 별로 다른 활동과 작은 상품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높은 호
응을 얻었습니다. 캠페인에 별 관심이 없었던 학생조차 퀴즈를 풀기 위해 포스
터 내용을 확인하고 재도전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한몽골학교 후원금 전달
후원금을 재한몽골학교에 전달하면서 그 곳 선생님으로부터 몽골과 학교 상황
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를 돌아보고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환한 웃음을 보여준 많은 학생들
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이 될 수 있을까? 문제는 국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문화 이해와 세계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천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교내 곳곳에 배치한 빈 포스터에 많은 학생들의 작지
만 정성어린 생각들이 가득 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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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작년에는 처음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되어 어떤 일을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교내 캠페인 활동을 준비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을까 반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

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지 안의 중학생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등 예상

면 좋을지 함께 의논해보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많은 학생과 선생님의 참여가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칠 수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인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적절한 보상이 조화를 이루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

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준비한 프로젝트가 ‘다문화 사회 속 우리가

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를 교내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최근 이슈

이후, 해당 주제로 인근에 있는 학교에 도움을 주고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

들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

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했으나 학생들의 참여에 비해 선생님들의 참여가 미미

근 재한몽골학교를 후원하기 위해 몽골에 대한 캠페인과 더불어 후원금을 모금

해 조금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된 관심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웃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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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나 등의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리의 행동 변화를 통해 주변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활동 구성원들 간의 원활하지 못

을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교내 학생들과

한 소통입니다. 활동을 하는 구성원끼리의 협동과 의견 조율의 경험도 이 프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젝트의 목적 중 하나인데, 각자 학업 계획과 다른 활동들이 중첩되어 서로 얼굴

몽골학교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학급마다 모금의 필요성을 상기

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효율적인 진

시켜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을 꽤 많이 모아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

행이나 결과물의 완성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 몇몇 학부모께서도 흔쾌히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또한 후원금 전달을 위해 몽골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학생

있는 활동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자체

들에게서 정겨움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도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적으로 유네스코 지정일을 기념하여 이를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우리 뿐 아니라, 몽골학교

차원에서 캠페인을 위한 자료나,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친구들과 선생님들 역시 우리와 같은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사회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

우리 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몽골학교와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로그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이런 변화가 더욱 확대되어 학교와 가정, 그
리고 몽골학교를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활동은 몽골학교와의 학교 간 교류 활동에 불
과해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전조사도 하
고 직접 방문하여 서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내 활동
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면 환경 보
전,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고안하여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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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동원중학교의 환경 동아리와 함께 활동하여 다양한 연령층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

우리 지역의 해안가(강구안, 죽림만 등)를 보면 떠밀려온 많은 해양쓰레기와

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해안가 근처에서 학생들도 하지 않는 쓰레기 무단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쓰레기를 종

투기나 담배꽁초 버리기 등의 폐해를 알려 이런 행동을 하는 일부 어른들의 행동

류별로 분석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통영에 있는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

법을 찾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동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캠페인활동을 전개하여 큰 파급효과를 만드는 것이었
습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땅에 쓰레기가 없는 도시, 그로 인해 깨끗한 해양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도시, 시민의식이 좋은 도시 통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 하나면 어때’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지역과 환경에 보다 책

우리 시에서 성공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 나라 전역의 다른 해안가의 도시에

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의 시민

서도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이 확장되면 살기좋은 지구촌이 된다고

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금 한 명 한 명이 버리는 쓰레기

생각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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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해안(강구안, 선촌마을 일대)

해양환경 심화공부 - 수산과학관 방문

환경정화활동(격주 토요일, 정기적인 활동)

우리지역의 해양환경, 해양생물,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위해 우

동피랑 마을, 중앙시장, 통영 시민문화회관 등 통영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

리지역의 수산과학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사진과 자료를 활용하

이 통영의 강구안입니다. 이곳에서 쓰레기가 자주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곤 하

여, 캠페인활동 자료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산업 현황을 비롯하여

는데, 이곳의 쓰레기는 바로 옆의 바다로 흘러들어가 육지 및 해양오염까지 야

‘해양’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알찬 시간

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함으로써 무심코 생활쓰레기를 버리

이었습니다.

는 인근 지역민들과 일부 관광객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했습
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축제기간에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주며, 쓰레기를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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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해양환경 심화공부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신 지욱철 선생님을 모시고 통영시 선촌마을
회관에서 통영의 해양환경 상황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해
양환경정화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들의 분포와 발생량의 변화, 우리가 해야 할
캠페인 활동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통영 해안(강구안, 선촌마을 일대)
환경정화활동 (격주 토요일, 정기적인 활동)
선촌마을은 ESD를 실천하는 통영 RCE 세자트라 센터가 있는 마을입니다. 이
곳은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강구안과 달리, 전형적인 바닷가 마을입니다. 해류
의 흐름상 해양쓰레기가 잘 밀려오는 곳이라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 달에
한 번 여러 학교가 연합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곳 해양쓰레
기는 강구안과 달리, 밧줄, 통발, 스티로폼 등의 양식장이나 해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많아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의식개선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본 학교와의 활동자료 공유 및 발표

하였습니다.

같은 유네스코 학교인 일본 아리마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수학 여행 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본교를 방문하여, 하루 동안 각종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진
행하였는데, 이때 2층 홈베이스에 우리들의 활동자료를 전시해두어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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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화활동을 해도 변함없는 쓰레기양을 보면서, 어차피

처음에는 매주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는데, 4월에 접어들어서는 저를 비롯하여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길 건데 그냥 적당히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여 토요일 아침 일찍 모이

만 우리를 지켜본 주변 상가 분들의 격려와 해안가 근처의 쓰레기 투기가 예전

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격주 1회로 환경정화활동

보다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들으니 활동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

의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외부에서 환경정화 활

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 등을 배웠다

동을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교통비, 식비가 많이 들었는데, 1년 동안 활동하면

는 점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우리 환경을 더 좋게,

서 횟수가 늘어나자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나쁘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여 좋은 선순환을 일으키

이런 부담들이 쌓이자 불만이 되었고, 우리들 사이의 단합이 조금 흐트러졌습

는데 동참하자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의논하여 그때그때 친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련을 해보았으나,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탓에 이 부분이 프로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젝트의 방해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강구안에서의 캠페인은 기대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동원해양수호대를 통해서 통영시 강구안과 선촌마을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하게

발견되는 쓰레기를 조사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담배꽁초를 줄이기 위해

되었습니다. 선촌 마을에서 봉사할 때에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어차피 더러워

‘휴대용 담뱃재떨이’를 나눠주고,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겠다는 서약서를 받았

질 텐데 왜 바다 청소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활동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격주 토요일마다 해

휴대용 재떨이와 서약서를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 정화활동을 한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예전에 더러웠던 바다가 덕분에 깨끗해
졌다고 말씀해주시며 몇분이 같이 해양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함께하면서 우리가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렸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흔한 진리를 다른 사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람들도 절실히 느끼며 함께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셨으

해야 할까요?

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

상가가 많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강구안에서 토요일 오전 환경 정화 활동을

에 약간의 제약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해양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 하나이

하였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별로 관심이 없던 주변 상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쓰레기 중에서 상가에서 나온 듯한 무단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환경 정화 운동을 하거나,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저희를 보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역과 소통했
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통영거제환경연합단체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통영거제환경연합단
체에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와 소
통하기 위해 동아리 부장들과 연락하여 서로 얻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
다. 해양환경에 관심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직접적이지
는 않지만, 많은 소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한 활동을 일본 학생들에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같은 유네스
코 학교인 일본 아리마 고등학교 학생들과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해양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판넬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발표함으로써, 일
본 친구들과 함께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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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여자고등학교

세상을 바꾸는 작은 날갯짓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10길 45
지도교사
김지숙 선생님, 이라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미정, 심은송, 이민지, 최은정, 이은비, 김수연, 김지연
이지영, 이세은, 노영지, 이다솔, 위민영, 김채원, 김규리
권예지, 정은영, 손예영, 오세란, 김민서, 김정안, 김하영
오가연, 오지연, 임지호, 김민영 , 이유미 김세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인권

인권 :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된다면, 이는 개

• 학생들의 기부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부행사를 성실히 진행한다.

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

세계화 : 학교 안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

•일
 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린

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에서도 외국인을 만나 우리나라를 알릴수 있도록 돕

다.

는다.

교내 환경 개선

환경 : 학생들이 식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좀 더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

•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다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캠페인

• 종이를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인다.

도 병행하여,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 학교에 우리들이 직접 가꿀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든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학생들이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네스코가 추구

•우
 리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고, 타국의 문화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용한다.

세계화

하는 바를 전파하고자 한다. 인권과 기부 문화, 자연 친화적 교내 환경, 세
계화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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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동아리 시간

세계화조 활동

동아리 시간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 계획, 실천사항, 앞으로의 활동 등을 논의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특징 등을 알리고자 점심시간에 전시회를 열어 학생들

하고 발표했다.

이 참여하게 했다. 오른쪽 사진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환경조 활동
학교에 작은 화단(텃밭)을 설치하여 작물을 심고 가꾸면서 학생들과 선생님께

인권조 활동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오른쪽 사진은 가지, 상추 등의 작물을 수확

등교시간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기아

하는 모습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했
다.

인권조 활동
기아 캠페인 때와 마찬가지로, ‘위안
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을 호
소하는 내용의 피켓을 작성하여 캠페

환경조 활동

인을 했다.

‘페트병으로 작은 화분 만들기’ 활동
을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신청자를 받아 화분과 흙, 씨앗을 제
공하고 이를 계속 키우게 하여 마지막
에 가장 잘 키운 학생에게 상을 주기
로 했다.

환경조 활동

인권조 활동 : 캠페인에 사용한 피켓

SNS로 학생들이 키우는 싹의 사진을

인권조 활동

공유했다.

‘전쟁과 여성’ 박물관을 방문하여 ‘위안부’의 참상을 깨닫고 피해 할머니들을 돕
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게 되

환경조 활동

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페트병으로 화분 키우기’ 활동을 끝

을 돕기 위한 나비모양 배지

가지 잘 수행한 학생들에게는 상품을

공동구매를 전교생을 대상으

주었다.

로 진행하였고, 많은 학생들
이 참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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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합 활동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축제 때 동아리에서 공정무역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공정무역 커피를 준비하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고,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인권
기아,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
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해결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여러 사람의 참여도 이
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극적이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행동
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다.
세계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주제(역사, 외교, 예술)를 정하고 이를 조
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이를 주
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환경
교내 작은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생명을 가꾸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
서울지역 유네스코 학교 연합활동에 참여하여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하였다.

끼고, 이 분야 학문(생명과학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건강하게 자라라
는 마음으로 물도 주고, 자란 것들을 손수 수확하며, 다른 꽃이나 나무도 더 아
끼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이 정성껏 기른 씨앗 사진이 모일 때 보람도 느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큰 갈등없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주었다고 생각한
다. 조장은 가위바위보로 뽑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조원들이 서로를 잘 도와주
었다. 이로써 협동의 중요성도 체감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인권
등교시간에 조원들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학교 학생들에게 기아나 ‘위안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도왔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배지를 학교에서 공동구매하
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친구들에게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
축제 기간에 운영했던 기부부스를 통해 옷 70벌/신발 1켤레/책 4권/가방 1개/

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를 주문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인식도 높아져 뒤

그 외 물품(스타킹, 양말 등)이 모였다.

에 이어진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도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불금에는 불끔’ 활동을 기획하여 점심시간 20분 동안 불을 끄는 캠페인을 진행

세계화

하였다. 학생들에게 전기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침 방송으로 지구 환

캠페인 및 전시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외교, 예술 등을 알리고 환경에 대

경과 전기절약의 관련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 국제협약도 설명했다. 또한 퀴즈를 풀면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
해 더 생각하게 하였다.
환경
부모님께 학교에서 채소를 기른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관
심을 가져 주셨다. 채소를 기를 때 유의할 점도 알려주시고, 부모님도 채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다.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시고는 도구를 빌려주셨고, 길러봐야겠다고 다짐하는 분도 계셨다. 다른 학
생들은 잘 자라는 식물이 신기하다며 격려를 해주기도 했다. 또한 ‘불금에는 불
끔’ 캠페인을 통해 학교 학생들이 전기를 아끼는 자세를 길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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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유네스코학교 연합 캠페인

환경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미혼모에

텃밭의 작물들이 잘 자라준 것이 정말 좋았다. 처음 키워본 것들이라 과연 잘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없애는데 기여했다.

자랄까 했는데, 열매도 맺고 잎도 무성히 잘 자라주어서 고마웠다. 페트병 화분
에서 씨앗을 키우는 활동에서는 씨앗이 처음에 잘 자라지 않아 당황했는데, 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른 씨앗을 구해서 잘 기를 수 있었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울 유네스코학교 연합 캠페인

해야 할까요?

명동에서 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생

•구
 청에서 운영하는 ESD 프로그램에 지역구 학생들이 참여하여 강의를 듣고

각보다 저조했다. 그래서 5~6명이 한 조를 이루어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몽골에서 환경 캠페인(나무심기 등)을 진행한다.

캠페인을 알리는 구호를 외치거나 직접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유

•학
 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바자회를 기획하여 자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체로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원의 재사용을 도우려 했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유도했다.
•명
 동에서 진행한 서울지역 유네스코 학교 연합 캠페인에 참여하여 미혼모

원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한 장소가 섭외가 잘 되지 않아 철수하게 되었다. 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후 계속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자

피켓을 만들어 캠페인의 목적과 의의를 알렸다. 다른 학교와 교류할 수 있는

리가 정해지고 난 뒤로부터 안정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는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유네스코 학교 학생들과 모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임을 가져 서로의 학교에서 유네스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으로 어떻게 할지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전체적인 의견 -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생님과 친구
들 모두 우리 학교에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홍보지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학급이나 학교 차원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권

환경조의 의견 - 학교 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까지 프로젝트를 알릴 필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후원하기 위한 나비배지를 공동구매하는 활동이 예

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안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상보다 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많은 인원수 때문에 돈 계산, 물품수령 및

환경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학교 밖까지 이런 일들이 퍼져 나

배부가 어려웠지만 뿌듯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었다.

간다면 환경보호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빨 래집게이다.”
바람과도 같은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일여자고등학교 김정안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성장통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를 겪어가며 장애물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내 자신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동일여자고등학교 손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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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157-033
지도교사
정남철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지인, 이원진, 서지윤, 서소영, 이지민, 조아빈, 정혜연
김태건, 이동률, 정혜빈, 남다은, 임다은, 노예림, 강성연
한고은, 김도연, 박성혁, 서덕원, 유승현, 구자현, 서지원
홍지호, 곽지훈, 강태훈, 황예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편한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에

있나요?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권 문제는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 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면, 교내에 도움반(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시행 학급) 친구들을 위한 엘리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베이터가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생들이 써서 오히려 도움반 친구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움반 친구들을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다문화’ 라는

챙겨주는 친구들도 많지만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주제가 더해져 좀 더 폭넓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들이 우

우리 사회도 여러가지 인권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리 동아리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교생에게도 인권과 다문화에 대한 인

2015년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실태 및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

식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주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

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독은 49만 5200원으로 나타났습

람들,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40%는 월 급여액을 ‘모른다’고 답하였고, 전

하였습니다.

체 응답자 중 30%가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 환경이 좋지 않

다른 학생들에게도 캠페인,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아 응답은 28.6%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며 장애인 근로자가 느끼는 어려

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움, 특히 중증 장애인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다문화 가

우리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만들고 싶은 변화였습니다.

정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은 9년 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지만 그들을 보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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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우리는 인권과 다문화 문제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주제이고, 많은 영향을 끼

유네스코 보고서에 넣을 원인과 결과의 나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칠판으로

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인권과 다문

계획을 짜고, 나중에 전

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탐구하며 폭넓게 생각해보고 활

지로 옮겨서 다시 작성하

동했습니다. 또한 동아리 안에서만 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자문을 구

는 과정에서 1년 계획을

해 부족한 면을 차차 메워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더 많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안부 집회 참여
교내 역사 동아리와 협력하여 위안부 집회를 참여하고, 할머니들 앞에서 편지
를 낭독하고 편지를 드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를 직접 듣게 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찬반줄이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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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세월호 추모 뱃지 공동구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교내에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과 세월호 추모 뱃지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습니다. 교내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이 위안부와 세월호 추모에

위안부 집회 참여, 위안부 피해자 후원 및 세월호 추모 뱃지 공구, 잔반 줄이기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었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한
잔반 줄이기 같은 경험이나, 사회의 큰 이슈이자 중요한 문제인 위안부 문제와
세월호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의식이 성장할 수 있었
고, 주위 환경과 인권문제에 관심을 더욱 갖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학생들이 위안부 후원이나 세월호 추모 뱃지를 가방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많
이 볼 수 있었고, 다시금 세월호나 위안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
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고, 듀네스코 부원들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을 많

잔반 줄이기 캠페인

이 계획하여 앞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내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도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버려지
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지구촌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실제로 듀네스코에서 진행한 잔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줄이기 캠페인으로 인해 평소 잔반의 1/2 가량 줄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

해야 할까요?

만 받고 다 먹은 뒤에는 가벼운 식판을 들고 가는 것을 보니 뿌듯하다는 생각

교내에서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고, 알림판을 세우는 등 많은

이 들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평소의 식사습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싶어 페이스북

인권 영화 관람

싶으면 그 지역 SNS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 알리는 게 제일 실용성 있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를 관람하였는데, 이 영화는 나치의 끔

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촌고등학교 게시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 알리고

찍하고 잔인한 행실과 유대인들의 이유없는 차별과 학살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
화입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잘 알 수 있었다는 부원들
의 의견을 듣고 제 자신도 다시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의외로 어려웠던 점은 부원들의 시간 조율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대입을

인권 사례 제보 및 공모 캠페인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라는 실제로 활동 가능한 시간대가 전혀 달라 힘들었습니

주위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점 등을 제보받고, 그 중에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제

다. 하지만 메신저로 시간을 조율하고 그 시간대는 시간을 비워두는 식으로 하

보들을 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 퀴즈 캠페인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인권에 대한 문제를 넣어놓고 퀴즈를 맞추는 형식으로 진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행한 캠페인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퀴즈를 맞췄고 참여율이 높아 보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된 활동이였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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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덕인고등학교

ABCD(All Beautiful Campaigns from D.U.O) Project
학교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39-2
지도교사
김연우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종민, 김원영, 박대한, 김창우, 박주안, 최현호
정규진, 문규빈, 정주현, 송민석, 한요한, 김준형
송치환, 박찬영, 김준희, 김강현, 신승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예의바르게 어른들과 소통하기

크게 두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처럼 소중하지만 익숙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표현하기

첫 번째, 최근 대두되는 관계 회복 방안입니다.

• 조금 귀찮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기

두 번째, 우리의 무관심으로 쉽게 개선되지 않는 학교 내의 환경문제입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사람들이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잊고 산다는 생각
이 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사이가 더욱 좋아져서 작은 오해에도 흔들
리지 않는 굳건한 사제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주변의 청결에도 기여하여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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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

유네스코 공동 행동에 참여하다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가’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유네스코 광주·전남 동아리대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공동 행동

할 지 구성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에 학

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동아리도 멸종 동물을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습

교에서 가장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일 먼저 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

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진행했고 상

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더욱 아이

가로 들어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화와 인권

디어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을 퍼뜨리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세계시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티타임 설문조사&금연 캠페인 피켓 제작!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일환인 ‘선생님과의 티타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어떤
선생님과 가장 티타임을 가지고 싶은지를 알아야 해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시간이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설문조사를 해준 부원들이 고마웠습니다.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 캠페인을 하기 위해 피켓 제작했습니다. 피켓을 제
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피켓을 참고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
생각해 내기도했습니다. 피켓 활동은 우리 학교 솔리언 또래상담부와 연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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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일상속에 작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

예상외로 어려웠던 점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쉬웠

경쓰게 되고 나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계시민 되기를 권유하였습

습니다. 몇 날 며칠을 준비해 온 프로젝트였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니다. 우리 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바빠서 길가에 있는 우리들의 캠페인을 못

떻게 하면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을 내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준 분들이 너

우리학교에 쓰레기가 너무도 많이 굴러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

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는 힘이 들때도 조금이라도 더 캠

결하기 위해 저희 스스로 먼저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던 와중에 주변 친구들도 저희를 따라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가 세계시민으로서 한 작은 행동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는 것을 그때야 깨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달았습니다. 이후로 행동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했으며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세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계시민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아리 부원들을 포함해 다른 학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교와의 소통을 좀 더 자주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전 답사를 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다면 프로젝트를 더욱 완성도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티타임 프로젝트를 통해 급우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한국위원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에게 좀 더 관심을 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뿐 아니라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선생님과 관

점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비록 신생 동아리이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보다

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충만하기에 앞으로 더욱 많은 걸 이뤄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한 번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확장된 전라남도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전남 지역 사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처럼

람들이 멸종위기동물 등에는 적은 관심을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

수업을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 가지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와 주로 SNS를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비록 마찰이 있었지만 소통을 했기에 멋진 공동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
해서는 SNS 같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UCC 등을 만들어
서 유튜브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도 괜찮은 소통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내 현재이자 미래이다.”
유네스코에 속해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청소년 세계시민이고 어른이 되서도
청소년 세계시민이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청소년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포덕인고등학교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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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역사문화재 알리기 프로젝트
학교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39-2
지도교사
신선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오지수, 전혜원, 장희주, 박성화, 박은빈
윤수연, 한승아, 김 진, 김주연, 하은선
김민영, 김이슬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모든 동아리부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한다.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목포 지역의 근대역사 문화재들을 지역 주민을 넘어서

• 홍보 자료제작 관광루트 우리 힘으로 직접 개발한다.

여러 외부인들(목포시내 거주 외국인들, 내일로 여행객들)에게 홍보함으로써,

• 목포시내 거주 외국인들과 문화재 관광투어를 함께 한다.

근대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목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근대 역사 문화재들

• 활동 보고서를 알차게 제작한다.

이 위치한 목포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인 우리 지역 내 문화재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여행객들의 목포에 대한 역사 인식을 증진시키고 도시를 홍보하고자 하
였다. 또한, 현재의 문화재 자원 활용 상태를 확인하고 더욱 가치 있는 문화
재로 활용되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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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역사관 현장 답사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우리 학교는 ‘유기견 보호’를 주제로 인식 개선

6월 4일, 누리봄 동아리원들이 목포근대역사관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미 역

캠페인을 진행했다. 각 학교마다 다양한 소주제로 평화와 인권 캠페인을 벌인

사관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동아리원들이 이날 처음 역사관을 방문한 동아

덕분에, 우리 또한 다양한 주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리원들에게 내부를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 후, 서로 답

유익한 시간이었다.

사 후기를 짤막하게 나누며 우리 프로젝트의 방향을 다잡고, 후속 계획인 외국
인 투어 진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볼 수 있었다.

1차 외국인 목포 근대역사관 홍보 투어
9월 10일, 목포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역사관을 홍보하기 위해 교내 중국인,
미국인 원어민 선생님을 모시고 역사관 투어를 진행해보았다. 사전답사를 토대
로, 미리 관람 요소들에 대한 영어대본을 만들어 원어민 선생님들을 안내했다.
관람 후 인터뷰 시간을 진행해 투어 피드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청에 외국
인을 위한 근대역사관 서비스 개선 제안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교내 동아리 페스티벌 내 근대역사관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7월 15일, 교내 학생들에게 근대 역사관을 홍보하기 위해, 교내 동아리 페스티
벌 내에 홍보 부스를 열었다. 유관
순 열사와 같은 한복을 입고 태극기
를 휘날리며 독립 운동가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포토존, 근대 역사관 홍
보 피켓 전시, 관련 퀴즈 풀이 코너

제2회 목포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참가

를 준비하였다. 학생들이 단순히 옷

9월 24일, 목포시 청소년 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목포시 청소년 정책

을 입는 체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

제안 대회 ‘도깨비’에 참가해, 근대역사관 서비스 및 시설 개선 제안을 발표했

라,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

다. 역사관 관람 중 불편했던 점과 원어민 선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부터 진지

개선 요구 사항을 제안했고, 많은 청소년들과 시청 관계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

얻었다. 그 결과, 목포시의회장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청으로부터 정

는 시간이었다.

책제안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

전남지역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행동 ‘평화, 인권’ 참여
8월 13일, 전남지역 유네스코 학교의 학생들이 ‘레인보우 프로젝트 세계시민
공동행동’을 위해,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모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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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외국인 목포 근대역사관 홍보 투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10월 1일,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통해 우리학교에 교류교사로 배치되신 필리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핀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두 번째 외국인 목포 근대 역사관 투어를 진행했다.

1년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들의 변화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생

우리와 같이 일제침략의 역사가 있는 필리핀이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와는 또 다

각이 나는 새로운 변화는 우리 동아리가 처음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장기 프로

른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동시에, 우리나라

젝트를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마치 빈 화분에 무슨 꽃인지 알지도 못하는 꽃씨

와 일본 간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할

하나를 덜렁 심어놓 듯 시작했던 우리들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재 알리기 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날은 우리가 개발한 목포시 관광 루

로젝트’. ‘목포시에 사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트를 처음으로 적용했던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자!’는 프로젝트는 우리 나름의 큰 포부로 씨앗을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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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놓았지만, 생각보다 성심껏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틈틈이 달마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 듯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더니 각각의 활동들이 연결되어,
‘우리학교의 첫 번째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당당히 꽃피우게 되었다. 크고 화려
한 꽃이라기보다는, 가녀린 풀꽃 한 송이와도 같은 결과물이지만 그래도 우리
들의 작은 힘을 모아 이루어낸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이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들도 조금씩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 뿌듯하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가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투어, 캠페인, 정책제안대회 등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목포 근대역사
관의 가치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셨음이 틀림없다. 사실, 우리들이 프로젝트 활
동한다고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던 모습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것이다. 우

교내 근대 역사관 알리기 홍보 캠페인

리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도 반납하고 부지런히 캠페인 벌였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체험 기획으로 근대 역사의 중요성과 문화재에 대

던 것, 주말에 늦잠 자지 않고 아침부터 근대역사관 간다고 집 밖으로 뛰어나간

한 진지한 자세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금 더 단순화된

것, 영어로 근대 역사관 정보를 번역하다가 뜬금없이 영어 선생님께 질문하러

역사관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단순히 피켓 퀴즈만 풀고 지나가

간 것, 정책 제안대회에 나간다고 전날 저녁에 가족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던

지 않고, 우리의 근대 역사와 근대역사관에 대해 좀 더 차분히 인식할 수 있도

것 등등 우리들의 평소답지 않은 가끔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프로젝트의 취

록 안내하는 동아리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와 근대 역사관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져셨다. 우리만의 노력으로 나온 결과
는 아니겠지만, 지난달에 목포시가 목포 근대역사관의 공립박물관 등록을 추진
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듣게 되었다. 근대 역사관의 공립박물관으로 승인 받
는 날, 우리도 함께 뿌듯함과 보람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
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한 것은 청소년 정책 대회에서 발표
한 것 단 한 번 뿐이다. 대부분의 활동이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고, 교외 바깥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 사실 계획서상으로
는 방학기간에 목포역에 방문하는 내일로 여행객들에게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
려 하였으나, 방학동안 서로 다른 일에 바빠 연락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
버린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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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동아리원들이 먼저

원어민 선생님들을 만나니, 일상적인 대화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세부적인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작은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할지 당황스러웠고 어렵게만 느껴졌

활동이라도 직접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

다.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들의 모습에 감동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진행되었다. 오히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누어보면서 영어회화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좀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을 받으신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투어가

•	처음에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는 목포근대역사관이 거의 버려진 듯 관심
밖인 문화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

이 역사관을 방문하고 있었고 목포시에서도 근대역사관의 접근성 확보를 위

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이 당황했었다. 답사 후에,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동아리원들과 함께 기존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잡으면 좋을지를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레인보우

근대역사관 SWOT 분석을 하면서 토의하였다. 그 결과, 역사관에 방문하는

청소년 공동행동’이 좀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선생님이

방문객들의 관람 만족도를 높여 더욱 문화재의 가치가 빛나는 역사관이 되

나 세계시민여행에서 만난 선생님의 조언과 피드백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프로젝트 방향을 살짝 수정하게 되었고, 답사 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우리 전남지역의 공동행동의 경우, 학교별 대표 학생

이어진 캠페인 활동과 외국인 홍보투어들도 그 주제에 맞게 진행되었다. 수

들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프로젝트가 진행

정된 프로젝트 방향 덕분에 기존의 ‘역사관 접근성 증대’라는 단순한 정책 제

되지 못한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되었다.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이 핵심 주

안에서 ‘더욱 가치 있는 근대 역사관을 위한 우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

제인 공동행동이지만, 그래도 공동행동 추진을 위한 멘토 선생님들이 계셔서

각하여 더 톡톡 튀고 멋진 우리들만의 제안을 할 수 있었다.

우리들이 더욱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

•	외국인 홍보 투어를 위해서 근대 역사관에 관한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서 이 정도면 당장 투어에 어려움이 없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막상

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보람 있고 오래오래 의미가 남는 공동행동을 준비
할 수 있길 바라본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원석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성장해나가면서 나중에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박성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평화이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소외받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박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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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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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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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ACE[Adolescent Computer Ethics 청소년 인터

있나요?

넷 윤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1분과 ACE (Adolescent Computer Ethics : 청소년 인터넷 윤리)

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문화가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존

2분과 A.NO.WE (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소비하고 있으며,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아동 인권 신장과 아동 노동 보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청소년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인

요즘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

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역기능 또한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동 환경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찾기 힘들었습

소년들의 인터넷 윤리의식이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

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고 최저 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고용주를 만났던 경험도

다. 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학생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주제를 정할 수 있었

초·중·고 학생 중 14%가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 명예훼손, 신상정보 유

습니다.

출 등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

3분과 너나들이 (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국 청소년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정보윤리 교

문산수억고등학교에는 바로 옆에 있는 문산수억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합니

육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파일을 불법으

다. 하지만 문산수억중학교에 비해 타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훨씬 적은 인원수로 입

로 다운로드 한다’는 항목은 초등 16%, 중학 40%, 고교 65%가 그렇다고

학합니다. 그렇기에 문산수억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중학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

학급분위기에 적응하여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으나 타학교 출신 학생들은 들어보

한 것은 도덕적 규범에 바탕을 둔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니 출신학교와는 다른 학급 분위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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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음 보는 친구들 무리에 끼어들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타중

3분과 너나들이 (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학교 출신 학생들이 문산수억고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대인관계면에서 큰 어려

현 레인보우 프로젝트 팀에도 타 학교 출신 학생들이 60%이었고 이 문제의 심

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각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 학교 출신 신입생들이 학교 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1분과 ACE (Adolescent Computer Ethics : 청소년 인터넷 윤리)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학생들의 잘못된 인터넷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이버폭력

1분과 ACE (Adolescent Computer Ethics : 청소년 인터넷 윤리)

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2명 중 1명꼴로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

모든 일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사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에는 카카오 톡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가 주로 이용

•프
 로젝트 진행 팀원으로서 먼저 올바른 인터넷 윤리를 이해하고 이를 알리는

되었는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학교 폭력 형태가 ‘물리적 폭력’에

선구자 역할을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 '사이버 폭력'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

•처
 음부터 조급하게 큰 변화를 바라기보단 올바른 인터넷 사용윤리에 대한

다. 인터넷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없는 온라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인 공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몇몇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해 타인을 비난

•학
 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방법들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익명 메신저’와 같은 기능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입되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타인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

2분과 A.NO.WE (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템은 ‘익명’의 가면을 쓰고 상대방에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

저희 주제가 아동 노동인 만큼 우리도 해당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다.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의 파급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

부터 잘못된 점을 깨닫고 내 주변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

들에게도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을 알리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

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였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노동부 같은 곳에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에서 노동으

고 기대하였습니다.

로 인한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자 해결하

2분과 A.NO.WE (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는 것보다는 캠페인과 자료 조사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 우리가 돕는 것이 좋다

아동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동노동이 잘못되었다는

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걸 알면서 모른척 넘어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아동노동의 문제점을 일깨우는

3분과 너나들이 (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 소외되었던 친구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많이 인용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에서는 참여도가 더 높았

•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과 후를 통계자료로 내어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낸다.

고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일 년간의 보물이다.”
쉽게 체험 해 볼 수 없는 활동을 많은 사람들과 협동하여 1년 간의 추억을 쌓았기 때문이다.
문산수억고등학교 이인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책이다.”
많이 생각하고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고, 다른 의견을 들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산수억고등학교 심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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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 점심시간에 악플에 관한 사례와 법률을 이용해서 캠페인 활동했습

4월 16일 : 요즘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할 주제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윤리라

니다. 조사하면서 새로 알게 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악플이라는 주제로 많은

는 주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의견이 각자 달랐지만 서로 의견을 맞춰가며 협

학생의 눈길을 끌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고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5월 9일 : 아침 등교시간에 인터넷 윤리 관련 피켓을 들고 캠페인활동을 했습

11월11일 :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을 견학하고 한국 근대 노동문제에 대해 토

니다. 인터넷윤리 문제점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많은 학생들에게 해결

의를 하며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노동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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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방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2분과 A.NO.WE(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4월. 각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월 활
동을 위해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판넬을 만들었습
니다. 자료가 부족하다 싶으면 아동 노동 인권에 관한 뉴스 기사나 도서를 이용
하여 자료를 얻었습니다.

6월 11일 : 청소년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책을 읽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며 토
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청소년 인터넷 윤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 : 아동 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일한 대
가로 받는 돈이 우리에게 얼마
만큼의 돈인지 설명하고 알려준
내용을 기반으로 퀴즈를 내어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우리 주
변에 아동 노동의 실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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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아동 노동 인권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헤이리 마을 안에 있는,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을 체험한 뒤 근대 노동 인권에

8월 : 동아리 시간에 아동 노동에 관련된 책을 읽고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

대해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현대사를 포괄적으로 배울수 있었

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아동

습니다.

노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3분과 너나들이(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방학 중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회의
7월 21일, 프로젝트 팀
원들과 함께 앞으로 여름
방학 동안 레인보우 프로
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지
구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방학동안 주기적으로 만
날 수 있는 회의 날을 정
하며 바뀐 주제에 맞는

9월 : 이번에는 아동 노동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범위로 주제를 넓혔습

프로젝트 명을 다시 정했

니다. 얼마 전 화제였던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을 인용해 노동 현장의 실태를

습니다.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말고 느낀 점을 쓰게 해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화재였던 사건이라 더 참여도가 높은 캠페

이화여대의 멘토링 프로그램 책자를 보며 배우기

인이었습니다.

7월 31일, 8월 3일, 8월 4일, 8월 20일(총 4일) 이화여대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책자를 보며 만일 내년에 이 프로젝트가 계속 시행된다면 타학교 출
신 학생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팀원들과 함
께 프로그램을 구상해보았습니다.

10월 : 각자 1년간의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감을 말한 뒤 노동에 관한
책을 읽으며 한 시간 동안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하여 많은 사실들을 접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320

멘토링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논문이나 책을 읽고 토의하기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8월 12일, 8월16일(총 2일) 대인관계와 진정한 멘토링에 관한 논문이나 책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읽고 인상깊었던 점 등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새롭게 알게된 점이 많았습니다.

1분과 ACE(Adolescent Computer Ethics : 청소년 인터넷 윤리)

또한,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은 프린트를 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

우리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해 알 수 있
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낀 심각성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지만, 가장 큰 변화를 얻게 된 것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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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공간에서의 올바른 단어 사용법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단어를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 잘못된 행동들과 관련된 법안 조사를 통해 평소에
도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무
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조원들 서로의 사정을 배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
는 태도를 기른 것입니다.

2분과 A.NO.WE(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프로젝트 계획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선생님께 조언을 받아
※	이후 2017년 2월까지 소논문 ‘타 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고등학교 원활한
적응을 위한 연구’ 작성 예정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난해
하고 힘들었지만 조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
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공유하여 활동하는 데 또한 도움
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원들이 각자 독서를 하고, 읽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글을 쓰면서 이전보다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활동을 계
획하고 진행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3분과 너나들이(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할 때도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을 한 번 더 생
각해본 뒤 행동으로 옮기는 배려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
행하면서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서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
트를 통해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는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터넷 윤리의식이
주는 문제점에 대한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잘못된 윤리의식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한다는 우리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분과 A.NO.WE(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자신이 아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 노동 인권에 대한 좋은 소식도 들려오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 스스럼없이 정보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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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정과 활동이 끝난 후의 변화는 달랐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사회’라는 종

대한 전교생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예상 의외결과를 도출해

착역에 도달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한 명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교

빠짐없이 맡은 역할을 정하고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완

내이외에 교외의 사람들(타 고등학교 학생들) 에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은 ‘출

성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아동 노동 인권’에 더욱 흥미를 갖도록 하였습

신학교가 고등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방법

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 뜻 깊은 일이라

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3분과 너나들이(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진행된 활동은 ‘학생들이 이 문제의 심각

1분과 ACE(Adolescent Computer Ethics : 청소년 인터넷 윤리)

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 사전조사였습니다. 1, 2학년

사실 청소년 인터넷 윤리라는 내용은 학생들에게 그저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로

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산수억중학교에서 입학한 학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로젝트 중 했던 퀴즈대회에 그렇게 많은 학생

생들이 타학교 출신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들이 참여할 줄 몰랐습니다. 팀원이 각자 맡은 파트에 대해 정보를 모은 후 홍
보물에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를 적고 그에 관한 퀴즈를 각자 2개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만들어 학생들은 그 홍보물을 읽고 제비뽑기로 문제를 뽑아 맞히는 형식이었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데, 학생들이 초반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다니며 홍보도 열심

해야 할까요?

히 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상품으로 자그마한 간식도 주었으며, 퀴

1분과 ACE(Adolescent Computer Ethics : 청소년 인터넷 윤리)

즈도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점점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끊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이 프로젝트

없이 와주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모르는 인터넷 윤리

를 하면서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소통 할 기회가 많았다면 더 많은 것을 접

에 대한 사실이나 심각성을 알려 그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잠깐이나마

해보고 느끼며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윤리’의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2분과 A.NO.WE(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로가

처음에 팀원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캠페인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의 주제가

서로의 생각도 들으며 더욱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청소년 인터넷 윤리이기에 타 학교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의

동안 힘든 일이 있으면 각자 하겠다고 나섰고, 바빠서 지칠 때면 격려의 박수를

인식을 알아보고 심각성에 대해 알려준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태를 알리

보내며 다시 한 번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1년 장기간의 프로젝트

고 조언을 구하며 그렇게 다 같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인 레인보우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욱 밝고 쾌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분과 너나들이(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2분과 A.NO.WE(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프로젝트의 배경이 될 설문 조사지를 전교생에게 배부했는데 설문지를 만드는

아동 노동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청소년들이

데 시기가 길어져서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기 초

라면 더욱 많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각

에 설문을 했어야 했는데 1학기 학교 행사가 모두 끝날 때쯤 설문을 실시하여

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한 내용을 학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생들과 공유하면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설문지에서 질문을 유도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따라서 다음 프로젝트 시에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한 뒤 확실한 결과를 얻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판넬 활동을 통해 알리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록 흥미로운 퀴즈 프로그램도 해보았습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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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과 너나들이(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1분과 ACE(Adolescent Computer Ethics : 청소년 인터넷 윤리)

설문지를 통해 ‘타학교 출신이 고등학교 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앞서 말했듯이 소통을 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직접 모일 수 없다면 각 팀의

3분과 너나들이(학생들의 평화로운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줄 뿐 아니라 좋은 모습들은 보고 배울 수 있고, 부

1. 내년에도 이 프로젝트가 같은 프로젝트 조원이었던 일학년 학생들이 이끌게

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는데 이 프로젝트 성격상 소수의 학생들만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모아 알아서

합니다. 또한, 교내가 아닌 교외에 나가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도움도 필요하고 시기에 적절한 대처방안도 필요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한 것과 같이 캠페인이나 작은 행사를 열어보는 것도 좋은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목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

방법일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알아낸 정

각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피드백을 준다면 학교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

보를 나누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프로젝트를 참가하

니다. 그만큼 관심과 노력으로 저희 이후의 기획단 학생들이, 학교가 학생들이

지 않는 학생일지라도 조금 더 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사회는 더욱

자유롭게 기획하며 학교 학생들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학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현황을 알릴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서

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 행동 이외에 다른 레인보우 세계시민 친

2분과 A.NO.WE(아동 노동 인권 위원회)

구들과 많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레인보

우선 보완되어야 할 점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정보화 시대다

우 세계시민 친구들과 많은 소통을 한다면 다른 레인보우 세계시민 친구들은

보니 정보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역효과로 믿지 못 하는 거짓된 정보가 많아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진행해 나아가는가를 알고 배움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사람들에게 진실로 아동 노동 인권에 대해 알리는 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
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늘 메고 다니는 가방처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원하는
목표에 올라 가서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큰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한 번에 모든 사람, 환경이 바뀌기 보다는
내 주변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산수억고등학교 이지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마치 증폭기처럼 느껴진다”
청소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나의 작은 의견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산수억고등학교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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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평화, 인권, 다문화, 경제정의 등의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이지만 실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남동구에는 인천새터민지원센터가 있다. 지역사회의

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레인보우 프로젝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던 중에 대중매체를 통해 보았던

트를 통해 이와 같은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설정하여 실행할 수 있었고,

새터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 새로운 정착지에서 겪

더불어 우리 동아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개개인 역시 세계시민으로 성

는 그들의 어려움이 단순히 TV속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이웃의 이야

장하기 위한 넓은 시야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기로 다가왔다. 통일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통일이 된다는 상황
을 가정해 보니 우리의 이웃인 탈북자의 삶을 방관자로 바라보기 보다는 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네스코가 지향하는 평화라는 이념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프

• 모든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활동한다.

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평화를 희망하는 바람으로 학용품기부, 화분나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누기, 레인보우팔찌 만들기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유네스

• 실현 가능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코-레인보우 프로젝트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

•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눈다.

인을 진행하였고,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내캠페인을 통해 학

•	다양한 교내외 캠페인을 실시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한다.

생들에게 인식전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	유네스코와 교내 유네스코 협동 동아리 ‘누리봄’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알리
고, 프로젝트 실시의 목적과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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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을 위한 나눔 기부 캠페인(5월 25~27일)

알고,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며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인류가 함께 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부터 모은 학용품이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키고 전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모아 필요한 새터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쓰지 않았던 물건들
을 재사용하여 환경보호에 도움도 되고, 나눔에 대한 의식 고취 뿐만 아니라 우

서울&인천 지역연합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공동행동 계획

리 주변 가까운 곳에 새터민들이 있고 그들도 우리의 생활영역의 한 부분이라

- 미혼모인식개선 캠페인(8월 7일)

는 것을 알렸다.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서울지역 7개 고등학교와 인천지역 3개 고등학교가
함께 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용감한 그대에게’라는 주
제로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꾸고,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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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하는 바람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공동행동을 진행했던 날은 날씨가 매우
더워서 캠페인 진행이 다소 힘들기도 했지만, 정체성 게임, 피켓들고 구호외치
기, 미혼모와 아이에게 보내는 응원메세지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전반적
인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화분 나누기 활동(5월 30일)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
하기 위한 바람에서 평화의 꽃씨 심기 활동을 하였다. 학교에서 꽃 피우기를 희
망하는 학생들에게도 화분을 나눠 주고 가정에서도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키울 수 있게 하였다. 꽃을 가꾸는 동안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느꼈고 가까운
지역사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해야 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

새터민 이해하기 & 북한말 알리기(9월 19일)
새터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적과 논문이나 기사를 읽고 토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하여 관
련 서적을 읽고, 새터민에 대한 사전 이해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해했던 바를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하고 어색한
북한말을 소개하여 통일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말 알리기 활동을

유네스코 유산 알아보기 활동-모의세계유산위원회(8~9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유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지
도를 교내에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소중한 문화
유산이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인천시에 있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재해보는 모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문화의 소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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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하였다. 우리와 다른 그들의 문화를 찾아 정리하여 새터민을 보다 더 잘 이해할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더 나아가 미래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거부감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평소 다루어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

레인보우 팔찌 만들기-평화 기원 콘텐츠 개발(10월 19~20일)

번 기회를 통해 그냥 스쳐지나가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는 새터민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이

문화의 다양성 인정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이번 활동의 목표였다. 다문화를 상

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문제들만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할

징하는 레인보우에서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터민

만한 방안들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실시

들을 이해하고 함께 해야 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레인보우 팔찌를

하며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우리가 직접 고민해보고 실천하였

만들었다. 전교생뿐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참여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다. 해결 방안들을 실천하면서 동아리 부원간의 협동심이 돋보였고 ‘나’만 생각

있었고,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 고민하고 기원하는 마음이 전달될

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렀다.

수 있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학교 내에서 새터민 나눔 기부 캠페인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것을 아껴 새터민
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레인보우 팔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
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도 참여하여 팔찌를 만들며 다문화, 평화에 대해 다
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공정무역 캠페인을 진행하며 우리가 아무
렇지 않게 자주 마시던 커피, 초콜릿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공정무역제품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논문작성과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무역 캠페인(10월 19~20일)

새터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기 전에는 남동구에 새터민지원센터가 있

가난한 국가에서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 없이 착취에 가까운 저임금으로 생

는 지도 몰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동구에 새터민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

산된 초콜렛이나 커피의 유통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았고 센터에 학용품을 기부하기 위해 학교에서 새터민 나눔기부 캠페인을 진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정 무역의 의미와 의의를 제대로 알리고, 공정한 상

행하였다. 캠페인의 결과로 많은 학용품들이 모여 그것들을 새터민 지원센터에

품을 판매하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알리

기부했다.

는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
였다. 공정무역 상품은 안정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된 시장을 확보하는 등의 여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러 문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스스로 새터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었는데 그에 대한 지식이 많

그 목적과 의도가 좋은 만큼

이 부족함을 느꼈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동아리 구성원들과 인터넷, 책 등을

우리가 공정무역 상품을 이

찾아보며 새터민에 대한 지식을 쌓아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

용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를

다. 캠페인을 할 때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학생들이 누구보다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이 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동아리 구성원들도 최선을 다해 캠페인을 해줘서 수월

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

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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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 가장 부족
했던 것 같다. 환경과 다문화는 이런 것들은 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다
루어지는 주제들이지만 지역 사회에 관한 것이나 지역 고유 문화와 같은 것들
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에는 지역 사회에 관한 활동들을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 학생뿐만이 아닌 교외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망 원경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이다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기둥이다.”
평화로운 세계 발전에 기둥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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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등학교

잃어버린 횡성을 찾아서
학교주소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봉화로 800
지도교사
정미라 선생님

학생구성원
고수정, 손정민, 문지원, 유가림, 유하늘, 김민지
마수아, 류연서, 한재인, 김채영, 박대해, 양윤석
이규원, 이승현, 임동규, 장윤영, 전형준, 정태웅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대해 무관심해지면 그 문화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작 횡성에 살면서도 거주하는

있나요?

지역의 고유문화나 전통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

강원도 횡성이라는 학교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이용하여, 타 지역 학교와 구

합니다. 가시적이고 거창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

분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고, 자연히 강원도와 횡성의 특별한 지역

게는 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고유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횡성이 그저 산골짜기에 위치한 특
색 없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학교에서 횡성 문화 탐방을 다녀오면서 횡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성만의 흥미로운 고유 문화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우선 횡성 문화를 알리는 주체로서, 저희가 먼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활발

조사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잃어버린 횡성을 찾아서’는 문화

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횡성 지역(혹 강원도

를 찾고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둔 만큼 지역 문화가 잊혀지는 것 자체의 문제

내 타 지역) 온라인 조사를 한 후 직접 부원들과 지역 방문을 통해 군수와의 만남,

와 직결되어있는 주제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등을 진행해서 잊혀진 횡성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
려고 했습니다. 시간상의 이유로 부원 전체가 탐방을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몇 명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의 학생이 대표로 참여해 부원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지역 고유 문화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강원도 횡성’ 이라는 생소한 지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 책자나 리플렛을 만들고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

역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더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문화를 살리는 것은 곧

동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문화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
으면 문화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통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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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2016 횡성한우축제 참가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차장 학생을 포함한 몇몇 학생이 대표로 2016 횡성한우축제에 참가하여 횡성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의 특산물인 한우를 체험해보

세계시민의식이란 딱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나는 이렇게 변화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에

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못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경험을

할, 지금이 아니면 못할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깊은 곳에 뿌리내린

나누는 자리를 간략하게 가질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화한 것 같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예정입니다.

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이점을 포용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것이 그
다른 대로 다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협력

학교 축제에서 유네스코 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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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을 하면서도 공존하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축제(민족제-1학기 말)에서 모든 부원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에이드를
만들어 제공하면서 유네스코에 대한 홍보와 함께 횡성 문화에 대한 간략한 소
개도 진행했습니다.(수익금은 전액 구호단체에 기부)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에
서부터 정확히 성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 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우리
가 느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만족합니다. 일례로 ‘횡성에 뭐가
유명하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전엔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르겠다고 하거나
기껏해야 ‘한우’라고 대답했는데, 이제 나름 여러 명의 친구들이 ‘횡성 회다지소
리나 더덕!’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차츰 ‘그걸 어떻게
알아!’가 아니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식의 인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계획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과 사
랑, 자부심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들의 변화가 나중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점점 더 번져나가게 되고, 우리
모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역 교류 문화에 대한 토의화 발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11학년 부장과 차장, 10학년 부원 전체가 참가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의 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류 활동에서 ‘지역 교류 문화’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다.(11월 6

해야 할까요?

일 진행예정)

레인보우 세계시민 캠프에 참가해서 학교의 프로젝트를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

포스터 제작

다. 또한, 타 학교와 자체 교류를 추진해서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토론하

하고 피드백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개선사항이나 수정사항을 만들었습니

레인보우 세계시민 캠프 참가(동아리 부장)를 준비하면서 부원들이 모여서 횡성

고 함께 고쳐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함께 했고 포스터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프로젝트 선정 때부터 ‘너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힘든 주제가 아닌가’하고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을거리
같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연관시켜서 홍보를 진행하면(실제로 동아리
부원 안에서도 실험을 해봤을 때 먹을거리에 관련되서 눈에 띄게 열정적인 반
응이 나왔습니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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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학교 축제에 에이드를 제공하면서 유네스코 소개를 한 것이 생각보다 성공적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었습니다. 무슨 동아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

지역 사회의 기여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 축제와 관련된 행사 위주로

하면 주의 깊게 듣고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인 학생들의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

도 많았습니다.

습니다. 좀 더 활발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역의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실제로 탐방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는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갈 수 있고, 외출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해서 선뜻 엄두가 나지 않았던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
에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나가자는 탐
구 정신은 좋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깝고도 먼 당신이다.”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어서 ‘먼 당신’ 이지만,
앞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가까운 당신’ 이기도 하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고수정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아직 잘 모르겠는 존재이다.”
세계시민 의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다. 모든 것이 다 세계시민 의식이고,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도 힘들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중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익명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재밌는 경험이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준 레인보우 프로젝트였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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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여자고등학교

우리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을 향해가면
우리들의 미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학교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326
지도교사
이성미 선생님

학생구성원
허구슬, 이연정, 권영은, 김민지, 남설지, 정수진
정유진, 김다애, 최예진, 박서현, 신자경, 황서현
강지형, 박도연, 김소영, 정한새, 서예진, 고도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인권 : 생리대 캠페인을 통해 생리대를 모아 지역복지관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저

우리 지역 밀양에는 백중놀이, 밀양아리랑, 영남루, 표충사비 등과 같이 훌

소득층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 전세계 어려운 친구

륭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들에게 기부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우리 지역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세계시민으

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 지역 고유문화들이 도태되어 가고 있다. 때문

로 성장하였으면 한다.

에 우리 동아리는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해 알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

다문화 :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해외 이주여성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면서 차

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

별과 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도 종종 그런 사례가 발

를 준비하였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생하곤 한다. 마트에서 계산을 할때 돈을 잘못 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장면

를 보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와 다문화가정 아

을 목격한 적이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신경조차 쓰지 않고 질문을 해도 무시하

이들의 교육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유네스코동아리는 다문화 가정

는 분들도 많다.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을 향한 시선들이 좋지만은 않기

이 보다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마지

때문에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막으로 우리 학교가 잔반이 많이 남는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잔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갔으면 한다.

반없는 날’이라는 장기간의 캠페인 활동으로 잔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환경 : 길을 걷다보면 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환경 정화

현재 지구 온난화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이런 무

활동에도 앞서겠다.

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에도 있는 것 같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음식은 먹을 만
큼만’과 같은 기본적인 생각들부터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331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세계화 : 본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세이브더칠드런기부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하신 경우가

매달 기부를 하고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후원하는 친구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개도국

많은데 그 분들을 비롯한 우리 지역분들에게 세계화의 과정과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이점들과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여드리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으

싶다.

며, 큰 돈은 아니지만 기부금을 위해 용

지역문화 : 밀양아리랑, 연남루, 백중놀이, 아랑전설 등과 같은

돈을 따로 모으면서 이 돈을 통해 다른

밀양 특유의 지역문화가 홍보의 부족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삶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생

그 질과 우수성에 비해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각하며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크게 들

쉬운 마음에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소녀여 걱정마오! - 생리대 기부캠페인

무엇이었나요?

8월 22~26일, 최근 이슈가 된 신발 깔창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저소

다문화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바로잡기, 다문화에 대한 개념

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바로잡기, 주변 다문화 가정에 관심가지기,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주고자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방안 마련하기

리대와 기부금을 모아 지역 복지관에

세계화 : 일본 친구와의 교류를 위해 일본어공부 열심히 하기, 우

기부함으로써 생리대 가격에 부담을 느

리 지역의 문화를 인터넷에 소개하기, 자유무역협정의 과정알기,

끼는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배척하지 않기

하였다.

지역문화 : 장날(2일, 7일)에 부원들과 함께 시장 방문하기, 우
리 지역 고유의 문화인 백중놀이에 관심 가지기, 밀양아리랑 관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행동

련 UCC 제작하기,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개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8월 13일, 부산·경남지역 유네스코 소속 학교연합은 몇 달간

선방향을 조사하고 시청에 메일 보내기

의 회의를 거듭해 부산 시민공원에서 청소년의 꿈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부채만들기

인권 :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 올바르게 인식하기, 난민이 생기

와 팔찌 나눔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꿈의 유무, 꿈을 방해하는 요소, 노력, 꿈에

게 된 배경 이해하기, 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리기, 동성애에 대한

대한 확고함 등을 설문조사하고 자신의

여러가지 인식 알아보기

꿈 적어보기,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환경 : 밀양 외곽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정기적으로

메시지 작성하기, 지금 자신의 꿈 적기

가기, 잔반 남기지 않기, 우리 지역 강 주변 정화활동하기, 분리

등의 설문조사와 활동을 직접 시민들을

수거 열심히하기

찾아가 진행하여 참여도를 높여 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 명정학교와의 국제교류
지난 8월 27~30일 3박 4일간 일본 명정학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문화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와 다른 사회적 분
위기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문화의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부분을 직접 들으며 오해나 편견을
바로잡게 되어 무조건 다른 나라를 동경하
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본
받을 점을 배울 수 있었다. 교류를 통해 국
가라는 경계와 틀을 넘어서서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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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없는 날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

매주 수요일을 잔반 없는 날로 지정해 잔반을 다 먹은 학생들을 학

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급별로 체크하여 학년별 1등반에 상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캠페인

사실 그러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아침엔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 소비가 너무 심하다는

을 진행하였다.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핑계로 건강걷기 캠페인을 하는 날에도 차를 타고 등교하는 날이 많았다. 캠페인을 진행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하는 나부터가 변하지 않으면 이 캠페인은 전혀 의미 없는 활동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생각을 너무 늦게 해버렸던 것이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나부
터 변화해야 겠다는 생각을 넘어 실천으로 옮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5월 중순

지역 전통시장체험

부터 매일 아침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와 하루에 30분씩 걸어왔던 등굣길을 지금은 20분

이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긴

도 안되는 시간으로 걸어오고 있다. 학교에 걸어오면서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못보던 햇

학교 앞 전통시장을 매일 지나다니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

빛도 많이 봐서 그런지 잠이 와서 예민했던 지난 아침들과는 달리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다 마침, 부원들과의 친목을 통해 동아리의 결속력을 다져야 할 때라

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10월 8일 장날(2, 8일)에 맞추어 지역 전통시장에 방문하였다. 전통
시장체험을 통해 지역전통시장의 값싸고 질좋은 상품들, 따뜻한 인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

심, 정겨운 분위기, 맛있는 음식들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전통시장

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이 하루 빨리 활기를 띄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속적

나의 변화로 한 학년 아래인 동생도 함께 걸어서 등교를 하게 되었다. 처음엔 불만을 가

으로 시장에 관심

지고 왜 우리만 걸어서 가야 하냐고, 심지어 나는 유네스코 동아리도 아닌데 왜 고생을

을 가지고 학교 학

사서 해야 하느냐고 인상을 찌푸리던 동생이 요즈음은 학교에 걸어 다니니 체력도 많이

생들에게도 하루

좋아져서 공부를 할 때에도 예전보다 덜 지치고 상쾌한 아침공기를 맡으니 기분도 좋아

빨리 홍보해야겠

진다며 심하게 늦잠을 잔 날이 아니면 걸어오려고 노력한다.

다는 생각을 가지
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주변 정화활동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에 참가하면서 만난 부산·경남지역 유네스코학교 친구들과 몇

지난 10월 16일, 우리 동아리는 밀양강 주변을 깨끗히 하기 위해 밀

달간 회의를 거듭해 꿈이라는 주제로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두 다른 지역,

양강다리(남천교), 고수부지, 산책로 주변 정화활동을 하였다. 활동을

다른 학교에 다니다 보니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상 캠페인을 진행해보니 생각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다

과는 많이 다른 현실에 좌절하는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운 날에도 멀리서

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막상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고 한들 분리수거

부산까지 도와주러 와주신 서현숙 팀장님과 박희진 선생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독려

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며 지난날 아무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에는 공동행

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렸던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동이 잘 마무리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우

건강걷기 캠페인

리 지역과 사회를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고

산에 위치해 있는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부모님의 자가용이나 차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타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 학교 주변 교통체증문제 감소
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학생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들이 자동차를 타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고 내리는 곳에서

생각보다 훨씬 성공적이였던 캠페인이 있다. 바로 생리대 캠페인이다. 사실 생리대 가격

플랜카드 등을 들

은 저소득층 가정이 아니라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이

고 구호를 외치며

생리대를 낱개로 한, 두 개 들고 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친구들이 좋은 일

건강걷기 캠페인

은 많이 도와야 한다며 몇 통씩 바리바리 챙겨서 기부하고, 캠페인을 마무리한 후에도

을 진행하였다.

반으로 직접 찾아와 생리대와 기부금을 전해주곤 했다. 생리대 캠페인의 성공요인에 있
어서 우리가 한 일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지역 저소득층 가정 여성들을 향한 친구들의 따
뜻한 마음이 이번 캠페인의 성공 요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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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적절한 유인책을 사용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

있나요?

공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캠페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려웠던 점들을 극복

반포고등학교는 지역적으로 문화재가 많으며, 가까이에 공원과 산이 있어,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힘들었지만 막상 사람들이 캠페인에

환경 보존 면에서 이 장점을 이용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기획할

참여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었던 점은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학교들과 교류가 많았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반포고등학교에 ‘세계화’ 알리기였습니다. 또한

•반
 포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가장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곳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할 때 학생들도 모르게 낭비되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동아리 안에서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시민의식을 일깨웁니다.
•학
 교 내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 및 에너지 절약 효과에 대한 장점을 홍
보합니다.
•반
 포고등학교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매년 홈스테이 교류를 하는 학교들과 꾸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미혼모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참여 요구에 불응한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사람들의 무관심도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다소 장애적인 요소
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짧은 시간 내에 설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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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다양한 SNS로 교류를 지속합니다.
•반
 포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들과 연합을 맺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
 계시민의 자질 함양과 탈북학생, 미혼모,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캠
페인 등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를 만듭니다.

[ 프로젝트 평가하기 ]

Korean Society & Pacific Institute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Korean Society & Pacific Institute에서 오는 미국 학생들과 함께 하루 동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한국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반포고 학생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한 해 동안 부원들과 다양한 UNESCO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계화와 환경을 주

10대 한국 학생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했으며, 행사 후에도

제로 활동을 했는데, 우리 나라의 고즈넉한 과거, 발전하는 현재, 그리고 세계

Facebook등 SNS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화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두 가지 주제 모두 성공리에 마쳤다는 생
각이 듭니다. 세계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
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에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점과,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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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자원을 아껴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원들과의
협동으로 한 해 동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차고 흡족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다양한 UNESCO 활동을 통해 세계에 대한 넓은 시각과 환경에 대
한 사랑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중국 육일중학교 방문

반포고등학교 UNESCO 활동은 우리 학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

4박 5일간 중국 자매학교인 육일중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

합니다. 교내에서 전개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물-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있는

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여행을 했을 때 체험할 수 없는 중국 10대 학생들

데, 이는 등교시간을 이용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의 생활을 체험했습니

가 UNESCO 학교라는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에서 나갈 때 불끄

다. 또한, 만리장성, 자

기, 양치할 때 물 잠그기 등 행동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

금성, 천단공원 등 명

한 외국인의 날, Korean Society & Pacific Institute (미국 학생 홈스테이 활동)

소도 방문하며 중국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
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혼모 인식개선 캠페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소통했으며, 사람들에게 더 알리기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유네스코학교들과 연합하여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서는 구호나 영상, 플래시몹 등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이 필요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미혼모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 캠페인

다 생각했습니다.

참여를 유도하며 일반인들이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캠페인 준비 과정에서 미혼모의 인권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미혼모에 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캠페인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처음
이었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게 쉬운 일이 아니
었기에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2인 1조로 활동을 하니 부
담도 덜했고 시민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용기가
생겨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많은 시민분들을 캠페
인 참여에 유도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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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Table, 식사를 합시다
학교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2
지도교사
장옥진 선생님

학생구성원
정도윤, 박주영, 김다빈, 김은지, 김유석, 윤소정, 김혜원
김세연, 정도윤, 정예림, 오병준, 이동준, 김다인, 김홍윤
한혁희, 이현경, 채지연, 심우원, 허진경, 백강민, 김가람
조용규, 위은서, 송나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학교 급식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실제적 수치로 변화 내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매달 평균 한 학교당 150만 원, 1년 동

용을 게시해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서 출발하지

안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약 200억

만 더 나아가 식탁 위의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연결시켜보고 싶다. 또한 로컬푸드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또한 4인 가족이 한 끼 밥상을 차릴 때 소

를 통해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고 지역 사회에 대해 애착을 가져 지속적인 관심을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인 4.8kg의 온실가스가 방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음식을 제대로 즐김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출된다고 한다. 만일 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일 수 있다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작은 노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

소나무 3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이

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를 합치면 자동차 45만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된다. 지
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가정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서,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음식

• 우리가 먼저 알기

물 쓰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식탁에 대해 조금 더 알 필요를 느끼고 그

• 환경과 나 연결하기

식탁을 채우는 음식들의 이동 경로와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

• 환경과 우리 학교 연결하기

면서 학교 급식과도 연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 환경과 우리 지역 연결하기
• Clean Table, 식사를 합시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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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동아리별 진로체험활동으로 명동 유네스코회관을 방문하였다. 유네

아이’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

스코학교네트워크에 소속되어 활동한지 3년이 흐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유네

하고 더불어 이면지 분리수

스코의 의미를 알고 우리 활동의 방향 등을 점검해보기 위해서였다. 이날 서현

거함을 각 교실에 배치해 캠

숙 팀장님을 통해 유네스코의 의미와 역사,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페인 내용을 적은 문구를 부

의미, 더불어 유네스코 등 국

착하였다.

제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강
의를 들으며 미래의 진로와도
연결할 수 있었다.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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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옥상정원도 방문하여 다양한
식물들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5월 26일, 공정여행을 주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덕수궁 답사를 진행하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덕수궁만이 지니고 있는 역
사적 의미와 덕수궁과 관련된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 사건을 공부하면서 문화유
산 퀴즈에도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와 관련해 유산 등재 절차와
등재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함께 공부하며 지역 문화유산

9월 7일, 해양환경관리공단(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양환경교

에도 관심을 갖고 탐구해보기

육원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에 참여하였다. 동남보건대학교 바이오환경학과

로 하였다.

교수님의 강의로 해양환경의 중요성, 해양생태계, 해양환경과 인문학 등을 내
용으로 진행되었다. 플라스틱 바다 세미나 이후 더욱 관심이 생겼던 해양환경
이슈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플라스틱 분리 배출 등

Plastic Ocean 세미나

의 캠페인 중이라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7월 26일, 클린테이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먼저 환경 이슈를
선택해 이론적인 공부를 먼저 하기로 하고, <Plastic Ocean>이라는 책을 선정
하여 모둠별 발췌독을 하고, 방학을 이용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1장부터 16
장까지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한 플라스틱 바다 세미나를 통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플라스틱을 만들고 버리기 위해 우리
지구가 상상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플라스
틱 제품 구매시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Plastic Ocean 캠페인
플라스틱 배출의 피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학교에서의 실천을 위한 회
의를 통해 각 교실에 페트병과 페트병 두껑을 분리 배출하는 ‘알고 보면 다른

아름다운 가게
8월 5일, 서울랜드 내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름다운 가게 나눔 교육 프로그램인 ‘모두의 기업’에 참여하여 현대 사회의 문
제를 고민해보고, 많은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선택해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형태를 고민했다. 아이디어 회의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
로 표현해 보았다. 각자 생각해낸 기업의 취지와 나름의 문제찾기, 해결책 등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현대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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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Clean Table 캠페인

아름다운 가게, 모두의 기업 프로그램을 마친 후 선생님의 공정무역에 대한 설

8월 13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학생회와 연계하여 ‘클린테이블, 식사를 합

명을 듣고 직접 아름다운 가게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리사이클링에 대한 편견을

시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먼저 클린테이블에 대해 홍보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없애고 누군가에게 필요를 다한 물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를 채워준다

발생과 메뉴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해 최근 학교 급식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원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량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었고 학생들에게 캠페인의 필요성을 안내하였다.

잔반을 남기지 않고 급식을 다 먹은 학생에게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받은 학
생들을 대상으로 뽑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탕, 음료수 등 다양한 디저트를 선
물로 주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호응이 좋아 학생회와 연계한
다음 캠페인도 준비하려고 한다.
8월부터 지금까지 급식실 1, 2층과 교직원식당에도 다양한 버전의 클린테이블
문구를 부착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작은 기
부, clean table’, ‘우리가 남긴 음식은 자연이 먹을 쓰레기’, ‘클린테이블 말고
뭣이 중헌디’ 등의 문구는 아이디어회의를 통해 선정된 것들이다.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관
8월 5일, 서울랜드 내 위치한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관을 방문하였다. 유네스
코 동아리 학생들은 아동 노동 관련 영상과 설명을 듣고, 세계시민교육관 체험
에 나섰다. 고등학생이 들어도 꽤 무거운 무게를 직접 느껴보니 아프리카의 물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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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들에게 희망을 프로젝트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10월 12일, 월드비전에서 주관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꽃희망 캠페인은 아프리카 소녀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님으로써 배움의 기회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세계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

를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방수파우치와 흡수패드로

는 과정이었다. 아직도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

구성된 여성 위생 용품을 만들 수 있는 2가지 키트를 구입해 그 비용으로 아프

는 우리와 친구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고

리카 소녀들의 교육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어렴풋한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프로젝트 이후 스

10월 11일은 세계 여아의 날이다. 꽃 키트, 희망 키트 만들기에 앞서 월드비전

스로 세계시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또한 우리의 캠페인으로 친구

에서 오신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아프리카 소녀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시간을

들에게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는 생각으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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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가졌다. 아프리카 소녀들이 가난과 생리, 임신, 조혼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
하는 아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약 6,300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만 명의 여자 아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늘 먼저 우리가 알고난 다음, 실천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세미
나를 통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해양환경교육을 통해 해양오염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계
획을 세울 수 있었다.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수치로
확인한 이후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도 식량위기로 고통받고 있
는 지구촌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클린 테이블 캠페인을 진정성있게 진행하였
고 우리가 느낀 마음을 친구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
행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친구들이 급식실 테이블 위에 붙어있는 클린테이
블 캠페인 문구를 보면서 서로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
을 보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식량위기와 함께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이유들을 고민하면서 월드비전과 함께 꽃 키트, 희망 키트
를 만들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여성 위생용품이 아프리카 여자아이에게 전해

10월 12일,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소녀

져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지구

들의 현실을 담은 영상을 보고 각자 원하는 키트를 선택하고, 꽃희망 위생용품

촌이 더불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을 만들어 보았다. 특히 남학생들은 여성 위생 용품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
아 신기해하면서도 여자아이들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바느질이 서툴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만 직접 생리대를 만들어 보면서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져 해양환경관리공단
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에 신청하여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NGO와 함께하는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관 방문, 아름다운 가게
체험 등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더욱 심화시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
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
고, NGO 활동가분들을 통해 나누며 사는 삶의 모습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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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의욕이 앞서 캠페인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캠페인 준비는 생각만큼 쉽지 않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았고 서로의 일정을 앞세워 함께 모이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고 나누며 스스로

라 입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인 정기고사 전후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 고등학생

있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부담까지 더해져

으로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쁘다. 또한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로 배

힘들어하고 있었다. 다시 한 번 회의가 필요했다. 우리는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

움을 넓힐 수 있어서 다른 기관과 연계한 체험을 앞으로도 많이 안내해주시면

고 다시 한 번 모여서 진지하게 이야기 했다. 이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우리

좋겠다.

프로젝트가 더딘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
저 알자는 취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차근히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
다. 방학과 함께 세미나 준비에 들어갔다. 방학을 이용해 세미나를 진행했고 이
후 아이디어 회의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어 방향과 방법도 제대로 나오기 시
작했다.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의 프로젝트는 잘 흘러갔다. 또한 학생회와 연계
한 프로젝트는 전교생과 소통하는 데 더욱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촛불이다.”
빛을 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빛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보정고등학교 김다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의무이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촌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정고등학교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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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일천고등학교

‘우리 지역 사랑’ 프로젝트
학교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소곡로 54
지도교사
박영진 선생님, 고궁화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하늘, 조훈영, 장대성, 김수현, 성수인, 주영호, 정민수
김 민, 이은수, 이지현, 장윤서, 김영서, 김준겸, 명현호
이차희, 성수은, 양하승, 유가은, 이유진, 정하나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몇몇의 편협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

있나요?

지 않은 부분을 전달해주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우리 학교 봉일천고가 위치한 파주는 북한과 가까운 이유로 개발이나 보존

한다.

에 있어 소외되어 있지만, 옛 선조들의 지혜로움과 과학성이 그대로 남아있
다. DMZ라고 하는 엄청난 유산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탐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지역의 환경과 지역

환경

의 고유문화 유산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안다미로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

•D
 MZ 생태 및 평화 탐사 활동

이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파
 주시 평화 걷기 대회 참여
•세
 계적인 환경 캠페인 ‘지구촌 불끄기 행사 홍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동
 아리 자체 환경 정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학교나 사회 전체가 거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요즘 현실

지역고유유산

에서 참여라는 것에 중점들을 두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학

•공
 릉천 살리기 정화 활동

생들이 쉽게 동참하게 하여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변화를 만들고 싶고 ‘나의

•D
 MZ 의 가치 알리기

변화가 세계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모토를 중심으로 세상 주위를 둘러볼 수

•파
 주 지역 문화 유산 알리기(파주 삼릉, 화석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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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학교 Dream 저금통(봉일천고의 아프리카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

안다미로 동아리 회장(2학년 박하늘) 지역의 일꾼되다

나눔 저금통 동전모으기) 2016년 5월 2~30일

‘금촌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학생회 간부로 2016 봉일천고 유네스코

봉일천고등학교 Rainbow 세계시민 프로젝트 운영진은 2016년 4월 25일

동아리 안다미로의 회장 박하늘 학생이 임명장을 받았고, 지역 청소년 문화 활

(월)~29일(금) 아침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중앙 현관에서 유네스코

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 학교 Dream 저금통 아프리카 지역 교육지원사업을 학
생들에게 홍보하고, 드림저금통을 이용한 동전모으기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여
5일 동안 각 학급별로 1개씩 30개의 저금통을 배부하였다. Rainbow 세계시민
프로젝트 운영진 25명이 5일 동안 5개 조로 나누어 유네스코의 교육지원사업
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전모으기에 참여하였고, 배부
된 저금통은 2016년 6월말에 수거하여 259,970원을 모금하였다.

파주평화걷기 대회 참가
(2016년 6월 4일(토))
파주시교육청과 파주시가 주최하
는 파주 평화 걷기 대회에도 안다
미로 학생들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Earth Hour, 지구촌 전등 끄기 운동 캠페인(2016년 3월 25일)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지구촌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전등 끄기에 참여하

가졌다. 파주는 DMZ에 접해있는

는 행사이다. 안다미로는 먼저

평화의 도시로 통일을 염원하는 행

일주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층

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

현관로비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지구를 위한 활동
에 안다미로 회원 모두 동참하
였다.

지역하천 공릉천 및 학교 진입로 환경정화 활동
(2016년 8일 26일(금)~9월 9일(금))
2학기에 금요일마다 안다미로 학생들은 지역 하천인 공릉천과 학교 진입로

우리 지역 파주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파주를 담은 부채 만들기

500m 구간의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구환경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

2016년 5월 21일(토)

회로 삼았다. 우리의 무관심이 지구 환경파괴를 불러온다는 생각에 내심 두려

‘금촌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는 ‘상상놀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안다미로가 참가

운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였다. 파주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 파주를 좀더 알리고자
파주의 아름다움을 부채에 담
아 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
역고유 문화 유산에 대한 자긍
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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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네팔 지진 난민 돕기,
희망 양말 만들기(2016년 9월 3일(토))
파주시 운정행복센터에서 열린 제7회 파주 평생학습 박람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 환경과, 나아가서는 지구의 환경을 잘지키

회에서 유네스코동아리(안다미로)가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고 보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파주’에 대해서 자랑스런 마음을

유네스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장으로 사

가지게 되어서 뿌듯하다.

람들에게 희망 양말을 장식하면서 네팔 지진 난민들의 고통

별 기대없이 찾아온 동아리였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정말 필요한

과 어려움을 생각해보는 활동과 더불어 유네스코가 하고 있

단체고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조그마한 변화가 가족, 친구, 학

는 사업을 홍보하였다.

교, 사회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나의 작은 힘이 결코 무슨 힘이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벗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났다. 그리고 나의 주변과 사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도 사회를 위해서 조
금 힘을 보태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유네스코학교 드림 저금통 모금 운동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 유네
스코의 활동을 선생님들이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생님들도
유네스코가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 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의 활동으로 작은 변화는 시작된 것

유네스코 바로 알기 캠페인(2016년 10월 19일(수))

으로 보였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금촌 청소년 문화의

봉일천고는 유네스코학교로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집, 운정행복센터 등의 관계자 분들도 안다미로(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 그래서 안다
미로가 유네스코의 활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퀴즈를 통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

여 알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의 조그마한 변화가 세상

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상상놀이터(금촌 문화의 집 프로그램), 파주 평생학습 박람회
(운정행복센터 주관) 등에 참여하여 유네스코의 이념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하였고,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사업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고자 하였으
며, 나름 성과를 올렸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
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항상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다미로 동아리 회원들 간의 의견 대립으
로 인한 갈등이다. 올해는 박하늘이라는 2학년 학생이 회장으로서 동아리를 잘 이끌었고, 회원 간
의 의사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양보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는 참
보기가 좋았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가 하는 일들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을 위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학교와 같은 작은 움직임이
언젠가는 나비효과를 가져와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작은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지금은 작은 활동이지만 그것이 변화시킬 세상은 아름
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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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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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학
 생들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 복도 등의 장소에 경제정의나 평화와 관련된 포

문제해결의 과정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결책을 고민해

스터를 부착하여 일상 속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항상 유념하도록 한다.

볼 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수학문제를 척척 잘 풀어내

•지
 역사회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공간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

고 외국어에 능통한 친구들도 정작 우리 사회 속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
다. 또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궁리해본 적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면 더 나은 미래
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 친구들,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부터 변화
를 가져온다면 이는 곧 나비효과처럼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탐색하지만 자
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여 무기력한 사람들, 혹은 자신만의 해
결방안을 생각해본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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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들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한다.
•정
 기적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여, 세계적
인 사회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레
 인보우프로젝트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와 소논문 작성을 통해 주제에 관해
깊이 탐구하고 우리가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한다.

2016년 3~4월

2016년 9월 11일

원인과 결과 나무를 작성하고, 경제정의와 평화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알리고,

외국인을 비롯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DMZ에 대해 알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

문제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 부착했다.

과 그 당위성을 고취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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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2016년 5월~
경제정의 캠페인으로 ‘공유경제 캠페인’을 했다. 재화로부터 사회적 가치와 경
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재화의 낭비를 방지하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학생들
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연결하였다.

2016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UN군을 모신 UN기념공원에서 참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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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하였
다고 생각하나요?
경제 수업을 들을 때에 단순히 어떤 경제현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러한 경제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지리 수
업을 들을 때에도 제3세계의 자원 분쟁에 관심을 갖고 더 알아보는 등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해야 할 생각과 고민을 교과 내용과 연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많은 시민들이 공유경제, 통일 등의 사회 현안에 대해 알고,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활동했다. 우리로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각에 변화가 있었기를 바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은 너무 어려웠고, 주제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꺼낼 수
도 없었다. 하지만 퀴즈나 서명, 퍼즐 맞추기, 도장 찍기, 스티커 붙이기 등의 참여형 방식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은 딱히 없었다. 상술한 것처럼 원래 사
회문제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
문에 참여형 방식을 마련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
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매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특정한 사회 현안 하나를 골라,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연구해
서 쓴 소논문들을 모아 볼 수 있도록 소논문 대회를 실시하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부산국제고등학교 이준승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산국제고등학교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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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고등학교

(UN기념공원 세계문화유산 만들기)

-Designated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As World Heritage Olleh!
학교주소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44(연산8동 1110-2)
지도교사
강동욱 선생님, 이종선 선생님

학생구성원
강유정, 최수경, 이하경, 문두환, 김성주, 박민섭, 오원석, 박수현
박정원, 김지윤, 이소영, 안도현, 마재민, 강현지, 김예림, 이재룡
김현아, 김보경, 강유정, 전지훈, 한동윤, 오채은, 김민지, 정지인
김동영, 강경민, 이동영, 서상민, 최수경, 오나연, 윤제,경 정승훈
양지원, 조은정, 김민준, 이도은, 정민지, 문지연, 김나연, 김주연
서성원, 김민규, 김지현, 곽동길, 김정원, 이지안, 현혜교, 김민서
임가현, 최지원, 김민태, 박재혁, 이용석, 강민경, 강승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우리 지역의 가장 의미 있는 장소이지만 UN기념공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에 의해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시민이 먼저 우리 것에 대해 의미를 알고 소중함을 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무형의 문화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알아야, 전 국민과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한 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단합되고 역동적인 힘을 모아서 우리 학교를 포함한 지역시민들에게

우리는 부산의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

UN기념공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

는 유엔기념공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UN 창립 이래 UN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UN군의 유해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유엔기념공원(UN Memorial Cemetery)이

• 내가 먼저 나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일어나지 않는다.

UNESCO 헌장이 추구하는 평화 교육장으로서 교육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

•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자.

다고 생각되어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중함을 알자.
• 배운 것들은 주위에 전파하고 잊지 말자.
• 나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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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부산외고 유네스코 생각나무 만들기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들의 목숨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6.25 전쟁 당시 작은 나
4월 21일 전쟁과 평화를 키워드로

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16개국의 참전국과 참전용사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시민으로

의 용기와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서 가져야 할 가치들에 대한 생각나
무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

클린 바다 캠페인 및 해양체험 활동

지를 활용하여 나무를 만들고 세계

7월 16일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부산지역 유네스코학교와 학생

의 평화와 관련된 단어들은 나뭇잎

회 소속 1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바다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양한 해양 활동을

과 가지에, 그에 반하는 단어들은 뿌

통해 협력의 시간을 키웠다.

리에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지구촌

학생들은 바다카약, 모터보

평화, 공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해

트타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는 잠시 잊
고 바다의 효용성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충일 캠페인

연합캠페인 ‘당신의 [꿈 꿀 권리]를 응원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일과 UN기념공원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

8월 13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꿈

활동을 6월 3일 본교에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조금 생소한

찾기를 주제로 연합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점점 고학력을 추구하는 사회에

UN 기념공원의 위치와 역사, 의의와 가치를 알리고 또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서 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시금

사라지고 있는 현충일 조기를 다는 법과 묵념시간을 퀴즈를 통해 알리며 많은

일깨워주고, 얻은 꿈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또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

사람들에게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었습니다. 꿈의 가치를 전파시킨 생동감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위안부 알리기 캠페인(9월 20일)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위안부의 역사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활동했

UN기념공원 참배활동

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현재 맞닥뜨린 상황과,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희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여 UN 기념공원에 부산지역 유네스코학교와 유네스코

망의 집의 상황을 알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활동도 벌이며 학생들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참배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지키려다

에게 다시금 문제점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 기념캠페인(10월 28일)
10월 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세계적인 빈곤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세계의 절대 빈곤
현황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빈곤 퇴치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는 활동으로 진
행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 활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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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내, 국외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로 다룬 캠페인을 직접 주도하고 개최해봄

해야 할까요?

으로써 한 명 한 명이 하는 행동이 비단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에서 멀어진 문제를 캠페인 활동으로써 일깨우는 것 자체만으로 큰 소통이

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간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지

서는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주제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와 우리의 이러한 작은 행동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

인 문제를 다루거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또한 그들도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캠페인 활동에 참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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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활동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나와 우리의 작은 활동들이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데 적지 않은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제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 13일에는 다른 지역들의 유네스코학교

가 달랐습니다.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 퀴즈나 상

와 연합하여 시민 공원에서 연합 캠페인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품 등의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많이 아쉬웠고 한 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

주제는 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캠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현재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꿈과 자아를 잃어버

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직접 적용하여 더욱 성공적이

리고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꿈을 꾸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

고 보람찬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해 자신의 꿈을 메모지에 적고 안내판에 붙임으로써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꿈
을 꺼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자신만의 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고, 꿈을 말해보고, 고민을 들어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캠페인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에 참여했던 시간만큼은 시민들과 우리 모두의 눈빛이 빛나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 문제들만 국한하지 말고 사람들의 관심
에서 멀어져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 캠페인의 주제와 횟수를 늘리고 다른 학교들과 협력하여 대규모로 펼치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시민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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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고등학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똘레랑스 프로젝트
학교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84
지도교사
문윤주 선생님, 강효재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서현, 김진희, 오혜림, 박지휘, 김승미, 정윤경, 펑리웬
강훈승, 윤춘선, 김 선, 서유영, 임세희, 김동명, 최호인
정은평, 김세연, 정창균, 허 겸, 한인서, 김의신, 김건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시대, 문화공존의 가치를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가 위치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은 전남 서남권의 대표적 공단

알리고,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더 나아가 전남 서남

지역으로 다수의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

권의 대표적 다문화 지역인 우리 삼호읍이 ‘문화공존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실현’

적 환경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서로 공존하는 지역적 특색을 이루었다.

이라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고향이 되기를 바라며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에서 다문화를 포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

운영하였다.

의 의식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똘레랑스’의 가치를 학교에서 지역으로 확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산시키고자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

작은 행동을 통하여 유네스코의 가치가 학교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문화공존이

액션 플랜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라는 터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 공존의식을 높이기 위한 액션(벽신문 만들기/ CCAP /카피라이팅)
• 다문화 봉사활동(다문화 학생 한국어 멘토링/ 다문화 센터 연계 봉사활동)
• 다문화 이해 캠페인 활동(교내 캠페인 및 유네스코 공동행동의 날 참여)
• 지속가능한 환경 캠페인 및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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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프로젝트 계획 수립, ‘나의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GYSD 참여, ‘세계를 연결하는 청소년 봉사’

다문화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에서 주최하는 세계 청

학교에서부터 ‘문화 공존’이라는 유네스

소년 봉사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

코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 참여하여 다문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캠페

액션을 생각하고 구체화하였다.

인 활동, 다문화 멘토링 활동 등으로 장려상을 수

아직까지 서툰 날갯짓이지만 우리 동아

상하였다.

리 ‘똘레랑스’의 변화가 학교의 변화와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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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첫 걸음을 떼었다.

다문화 센터 연계 활동, ‘지역에서 세계로’
전남 서부권 대표적 다문화 지역인 삼호읍의 다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
역 다문화 지원 센터와 MOU를 맺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봉사활동을

유네스코 캠페인,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녹색 지구’

하였다. 또한 다문화 전통문화 체험 및 요리 체험 활동을 하였다.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인 ‘환경’과 ‘문화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하여 환경봉
사 동아리 ‘V.V’와 연계하여 합동 캠페인을 하였다.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삼호
고등학교 유네스코 선언문을 배포하고,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유네스코 활동이
전학교의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한국문화 멘토링,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해마다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습득을 위해 멘토링을
하였고, 다문화 학생의 한국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유네스코 카피라이팅(COPYWRITING),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전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카피라
이팅(표어 만들기)를 하였다. 친구들이 스스로 표어를 만들어 봄으로써 유네스
코의 가치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장 우수작으로 당선된 문구는 ‘다
르지만 우리는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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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동 행동의 날, ‘청소년 미래를 그리다’

영산강 생태 탐험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공동행동의 날’에 참여하
였다. 각자 학교에서 정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행동으로 실천
하고 청소년끼리 연대함으로써 유네스코의 가치를 가슴에 담아 넣을 수 있었다.

문화 이해 벽신문

문화 공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틀림이 아닌 다름을 위하여’
미래의 핵심 가치인 문화 공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벽신문 만들기’, ‘분쟁지
역 신문 만들기’,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 교실(CCAP/루마니아, 인도, 케냐)’
을 주최하였다.

세계 문화 유산 알기 벽신문

삼호고 유네스코 스티커 만들기

※	11월-겨울방학 일정 : 국제이해 퀴즈대회/다문화 영화감상/ 유네스코 기금
마련 위한 중고책 장터/ 지역사회 문화 유산 알기 프로그램/ 타학교 유네스
코 협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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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프로

해야 할까요?

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또 그 결과로

문화 공존을 위한 다문화 활동은 우리 삼호읍에 꼭 필요한 것이어서, 지역사회

얻게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경험이 되었다.

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삼호읍 다문화 지원센터의 도움이 프로젝트를 완성하

모든 문화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보호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 그러기 위해

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인근에는 우리 학교 외에도 유네스코학교가 많다. 이 학

서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다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똘레랑스’가 필요하다

교들과 연계하여 활동하면 더욱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는 것을 체험을 통해 배웠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일
것이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행했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더욱 성숙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미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호응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담당 선생님의 도움과

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

동아리 부원들의 참여와 의지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다만

간이었다.

대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부와 유네스코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힘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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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만, 힘든 만큼 보람있는 일이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이끈다. 1년 동안의 소중한 경험이 씨앗이 되어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바라보던 선생님들의 시선도 처음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는 귀찮아 하시다가 나중에는 우리들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도와주시기 시작하

학교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동아리에서만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선생님과

셨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문화 공존’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면 많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힘든 일이지만 보

되신 것 같아서 기뻤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아주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을

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내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였다는 경험은 나중에 큰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활동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유
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들께서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은 학생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바람이다.”
바람처럼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지친이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이다.
삼호고등학교 김동명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쉼터이다.”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휴식처가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호고등학교 허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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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고등학교

함께 만드는 평화, 함께 지키는 인권
학교주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월평로 238번길 3-10
지도교사
우승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유화연, 문상호, 우재영, 유해미, 이유경, 신수근
연제웅, 오광식, 유효상, 오석진, 이윤경, 조영주
박성호, 박은용, 정은정, 변정현, 김수경, 박서영
한나윤, 김민서, 이유빈, 강영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평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 파악하기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인권과 평화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

•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 인권문제 해결 방안 찾기

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평화와

• 인식의 변화 만들기

인권이라는,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직접 실천하는 캠페인을 통해 다가가고
싶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모든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평화,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을 함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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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홍보활동 2016년 4월 18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독립 운동가들의 인권에 대해 또 한

‘유네스코 활동은 유네스코 동아리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O/X 팻말을 들고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맞히는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퀴즈를 내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지역 공동행동 2016년 8월 12일
유네스코 동아리는 지난 여름 청주 시내 용두사지철당간 앞에서 충청·세종 지
역의 유네스코학교들이 연합한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공동 캠페
인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신의 소원과 희망, 바람을 적는 책갈피 만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기와 지장을 찍어 나무 만들기, 사진을 찍어 상품을 주는 포토존까지 총 3개의
부스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과 더욱 쉽게 접하고 교류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시민

지구촌 불끄기 행사(교내 연중행사)

들이 유네스코의 활

우리 상당고등학교 유네스코는 2016년 지구촌 불 끄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

동에 대해 많은 관심

조에 4명씩 구성하여 활동했습니

을 갖게 되는 매우 뜻

다. 한 달에 한 번씩, 12시 30분 점

깊은 행사가 되었습

심시간 시작종에 각 반 실장이 소

니다.

등하는 것으로 점심시간 동안 조
원들이 각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켜

학교축제 유네스코 동아리 부스운영

져 있는 불을 끄며 지구촌 불 끄

2016년 9월 8일 학교 축제, 용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아리 부스에서

기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본의 전통 길거리 음식인 타코야끼와 블루 레몬에이드를 판매하였고, 올해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인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익

교외 평화,인권 캠페인 2016년 5월 21일

금의 일부로 아프리카 아이들 돕기와 위안부 할머니 돕기에 참여하였는데 직접

서대문 형무소,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인권과 평화를 실현한 기분이 들어 뿌듯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청계천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 중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전에는 서대문형무소에 들러 우리 나
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내 보물찾기 게임 2016년 7월 17일
유네스코에서 진행한 보물 찾기는 학교 곳곳에 숨겨진 퀴즈 종이를 찾아 유네
스코 스태프에게 가서 정답을 맞히고 소량의 상품을 받아가는 활동입니다. 이
번 퀴즈의 내용은 앞서 교외 활동을 통해 배운 일제강점기 속 독립운동과 관련
된 내용이었습니다. 퀴즈를 통해 우리의 민족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국과

인권평화 UCC 제작 2016년 10월 10~31일
우리는 이번 활동 주제로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삼아 활동을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교내 유네스코학교 홍보, 평화 및 인권 교외 체험 활동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관람과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캠페인 활동, 세계시민여행, 충북&세종 공
동행동, 용천제 등을 진행하였고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노래와 함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UCC를 만들면서 보람차고 뜻깊은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
하면서도,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해에도 우리 16기는 없지만 17기 18기 후
배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를 위해 빛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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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관련 자료를 검색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로젝트와 관련된 사진을 멋을 더해 제작해 사람들의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키패

처음엔 유네스코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시작하

드 화면에 설정해 놓을 수 있게 하면 자주 보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만 급하고 섣불리 행동했던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것들은 사소한 일이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서

하지만 이 마음이 저를 활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점점 발전해 나갔습니

서히 물장구를 치기 시작하면 어느새 모두가 파도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 흔히들 잊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초심’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지켜가면서 점점 더 저는 여러 감정들을 더해갔습니다. 그 감정들이 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지고 커져 제가 ‘세계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큰 변화를 겪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게 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역으로, 교내에서 교외로 활동

올해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에 예상외로 어려웠던 활동은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 일

한 교외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인권과 평화 두 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소재는

련의 과정이 곧 제가 세계시민이 되기까지 해야 할 준비운동이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

반대로, 제게 유네스코학교 알리기 캠페인부터 지역 공동행동까지 활동하면서

에게 알려주기 위해 서울로 교외활동을 갔습니다. 저번 활동의 주제인 세계화

변화하지 않은 점을 물으시면 전 아무 고민 없이 ‘소속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

와 공정무역보다 무겁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과 부담

습니다. 유네스코학교의 학생이라는 소속감,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유네스

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교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 동아리에 대한 소속감 등은 제가 지금껏 열심히 활동해온 데에 큰 보탬이 되

그런데 저희가 간 장소에서 이미 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서 저희가 준비

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프로젝트를 통해 저에게 찾아온 변화와 새로 생

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으셔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준

긴 감정은 저 스스로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저는 활동을

비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했고 명칭도 잘 알지 못했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알

하면 할수록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며 홀로 뿌듯해합니다. 물론

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차고 다니는 위안부 팔찌

저와 함께 하는 세계시민분들과 나누는 성취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를 보고 다른 학생들도 위안부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를 이렇게나 발전시킨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욱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이 많

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았지만 모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를 인권과 평화로 정하였습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교외활동으로는 서대문형무소 견학과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모금활동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과 소녀상 알리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모금 활동으로 모인 모금액으로는 위

다른 지역을 방문해 캠페인을 여는 유네스코 공식 외부활동이나 타 학교와의

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팔찌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팔찌는 유네스코의 교내

교류활동과 같은 외부활동 또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지만 레인보우 프

활동과 축제에서의 상품으로 쓰였는데 상품이 후원팔찌인 만큼 교내 학생들이

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실행하는 교내활동이 더욱 많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상품을 타지 못한 학생들도 후원팔찌를 알게 되고 개인

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년도 프로젝트의 주제는 '환경' 과 '인권' 이었으

적으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금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생각보다 더 많

나 아직 우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와 인권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

은 분들이 저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뜻 모금활동도 도와주시는 모습

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각 교실에 분리수

을 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과

거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해 분리수거를 더욱 꼼꼼히 할 수 있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도록 도움을 주고 인권침해를 느끼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상담시설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진정한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는 우리 학교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개선

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와 인권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과 청계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책자를 나누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냥 지나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변에 먼저 알리고 SNS를 통해 글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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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고등학교

메모로 프로젝트
학교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길 34
지도교사
박순선 선생님, 김채원 선생님

학생구성원
강윤아, 이하나, 김이경, 임희주, 최한나
정승헌, 송제신, 허준행, 신민석, 유한솔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 기성세대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웃어른에 대

고령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대화는

한 예의를 갖추고 기성세대의 삶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성세대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진정한 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해와 소통을 이루고 싶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기억을 수집하여 그 기억을 동영상으로

상록고등학교는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등굣길에 주택가

제작함으로써 그때 그 시절의 상황, 생활모습, 문화 등을 여러 세대와 공유합니다.

주변에서 혼자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산지역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형태의 가족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지
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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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기억 수집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자!

메모로 프로젝트 시행
<메모로 프로젝트>란 젊은 세대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대 공감 인터뷰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를 모집했습니

‘기억 수집가’가 되어 ‘60대 이상 어

다. 각 팀별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양로원이나 자신의 조부모

르신’들의 지나간 삶의 기억을 듣는

님께 찾아가 미리 준비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며 어른 세대의 기억을 공유하

시간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을 낳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어른들의 지혜를 직접 느끼

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며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 작
업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세대
공감 인터뷰 대회’를 개최하여 주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공유하면서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이
고 기성세대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즉 우리는 기성
세대의 삶을 존경하고, 그들과 소통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친분 쌓기
작년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모으는 데 주력
하다 보니, 일회성 인터뷰에 그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어
르신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교내 다른 동아리의 협조를 받아 EM용액을 만들어
무료로 나누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우리 학교 학생들
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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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대해 전혀 관심

해야 할까요?

이 없었는데,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작년에는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끼리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올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어른

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세대

세대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

공감 인터뷰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빛둥지라는 사회적기업의

접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님, 선생님과도 많은 대화를

협조를 받아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노력하였습니다.

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메모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옛 시절의

<메모로 프로젝트>를 통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의 즐거움을 알게

이야기를 물으면 즐겁게 대화해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되었고, 이는 가족들 간에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었습니다.

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EM용액 배포를

또한 안산 지역의 양로원을 방문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풍경을 돌아보게 되

하며 만났던 어르신들, 그리고 은빛둥지를 통해 알게된 어르신들 덕분에 인터

었고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뷰가 진행될수록 어르신들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수월하게 말씀해주신

통해 앞으로는 지역 내의 노인 문제를 학생 차원에서 돕고 해결할 수 있는 방

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캠프나, 진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철학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줬다.
상록고등학교 강윤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학교이다.”
학교는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은 내게 익숙한 학교처럼,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상록고등학교 이하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꿈이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경험함으로써 배우의 꿈을 꾸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상록고등학교 송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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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고등학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따로 또 같이
- #인권 #환경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553 민정학원
지도교사
김현모 선생님, 변도열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다은, 임우혁, 금다빈, 정윤서, 이형석, 장성우, 김다영, 최은송
조근재, 조철환, 노희주, 이기영, 송민주, 박성완, 김지은, 조현준
유수현, 이수진, 유현서, 김채원, 김지연, 김남주, 박경찬, 홍진솔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환경 : 교실내 쓰레기 버리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

있나요?

요성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싶다.

인권 : 학교 내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칙에 따라 종교적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이 있다. 또한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할

인권 :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여 학

때 무시 당하는 일들이 많다.

생들과 같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무엇보다 동아리부원들과 같이 협동해서 프

환경 : 환경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로젝트를 꾸준히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친숙하다. 하지만, 친숙한 만큼 쉽게 생각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길에 쓰

환경 :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무엇보다 ‘협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 한명

레기 버리기, 자원 낭비 등 학교에서든 지역에서든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고

에게만 치우치지 않고, 부원 모두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것이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인권 : 학생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
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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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후예’ 포스터 제작

등굣길 프리허그 캠페인

유네스코 부원들이 학생들의 알아야 할 청소년 노동 관련법을 포스터와 같은

아침에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캠페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교내 1, 2

인을 진행하였다. 따뜻한 말을 쓴 플랜카드를 직접 만들었고 일주일간 진행하

학년 교실에 부착했다. 평소 잘 알지

였다. 평소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하드보드지에 적어서하는 캠페인을 거의 진

못했던 청소년의 권리, 노동법 등 새

행하였는데 처음으로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는 캠페인을 하게 되어 학생들 뿐만

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 청소년

아니라 동아리 부원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고 값진 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
던 궁금증을 해결하고 헷갈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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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반 단체 사진 공모전
교내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단합된 모습 을 찍고 가장 잘 나타
내준 반을 학년마다 한 반씩 선정하여 상품을 증정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각 반의 특성이 담긴 여러 사진들이 왔고, 이 캠페인은 특히
반 학생들 모두가 직접 참여하고 반 전체가 서로 단합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환경 문제 알리기, ‘북극곰의 눈물’(7월 20일)
교내 동아리 발표회때 지구온난화 및 실외기 사용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북극곰 멸종 위기를 알리기 위해 에어컨 대신 부채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북극의 현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 후 부채를 본인이 원하는대로
꾸며서 가져가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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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환경 :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사회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배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워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인권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인권이라는 개념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변 학교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볼 만 한 활동이나 프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

젝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생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때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느꼈지만, 우리
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내 학생들이 우리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지를 생각하다보니 더

인권 :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에도 계획한 시간에 맞춰서 밀리지 않고 진행하기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한 가

로 다짐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또한 ‘알바의 후예’ 같은

지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경우에는 제대로 된 홍보 없이 각 반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환경 :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환경이란 주제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각 반마다 돌아다니며 열심히 캠페인을 홍보했지만 학

경 문제는 어떤 게 있고, 그 문제들을 학교에서, 마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

생들이 교실에 많이 있는 시간 때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을까를 동아리 부원들과 선생님과 같이 고민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환경

환경 :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예상 외로 어려웠던 점은 계획은 거창하게 열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었다.

히 세웠지만, 정작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점이다.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인권 : 캠페인을 진행할 때에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어 외부적으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는 드러나지 않지만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준 것 같고 프로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젝트 일정 중 중요시 여겼던 사항은 확실히 마무리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환경 :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학교의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인권 : 앞으로는 학교 일정을 미리 고려해서 세운 계획을 시간에 맞게 진행하

노력했고, 학생들은 부채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

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식을 심어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변화를 조금 줄 수 있었다.

를 진행하는지 모르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사람이 많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많은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이 우리가 진행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는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학교에서 홍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야 할까요?

환경 :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계획만

인권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운

세우지 말고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동아리를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관

영되고 있는 관련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

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
셜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 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 홍보
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살기 좋은 미래이다.”
인권, 평화, 국제이해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상명고등학교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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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2016 서울고 PSI (Productive, Sustainable & Integral)
학교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197
지도교사
이신애 선생님, 박현주 선생님

학생구성원
엄승민, 문병욱, 박상하, 이승민, 박현호, 정승빈
백민석, 박도현, 이성현, 이민학, 서동현, 김준형
박은성, 임조운, 김재현, 서형기, 김경현, 권보상
위준범, 이후석, 양희창, 성민재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5. 세계문화유산 연구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하여 동아리원이

있나요?

각각 한 가지씩을 연구하여 책자를 발간, 보급함으로써 지구촌의 소중한 문화유

1. 학교 텃밭 활동 : 학교 내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직접 작물을 수확하는 활

산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동을 통해서 먹거리생산에 얼마만큼의 정성과 땀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었

6. 모의유네스코 총회 :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들이 기획, 진행하여 전교생을 대상

다. 또한, 서로 협동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텃밭에서 기른 작물

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전 지구적 문제를 중심으로 공

을 우리 지역에 있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 기부하면서 지역

모를 통하여 선정했다.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과 발표를 통해 서울고 전체 학생의

사회에 안전한 먹거리를 기증할 수 있었다.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잔반 줄이기 캠페인 : 잔반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지구촌 식량자원의 낭
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3. 세계문화유산답사 :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알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

1. 학교 텃밭 활동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작물재배활동의 의미를 알고 적극적으로

록 학생들의 의식개선, 문화에 대한 이해, 가치의 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었다.

동참하도록 하며, 지역의 무료급식소에 작물을 기증하는 활동이 다른 종류의 배

4. 유네스코학교 간 교류활동 :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 실시한 군산동

려와 기부의 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등학교와의 교류활동을 통해 서로의 지역문화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었

2. 잔반 줄이기 캠페인 : 잔반 줄이기라는 생활 속의 실천이 지구촌의 큰 변화를 가

고, 환경보존을 위해 각 지역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노

져올 수 있고, 한 개인의 변화가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전파하고자 한다.

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였다. 봉사활

3. 세계문화유산답사 : 활동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의 의식개선,

동을 통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었다.

문화에 대한 이해, 가치의 학습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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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4. 유네스코학교 간 교류활동 : 타 지역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학교 텃밭 가꾸기(3~11월)

의 현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수개월에 거쳐 학교 내에서 고구마, 고추, 상

이 필요함을 알림.

추, 배추, 무 등을 키우고 재배해서 학교 근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

5. 세계문화유산 연구 : 학생 각자가 실시하는 작은 연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대

소에 기부를 하였다. 처음 삽질을 하던 날, 난생 처음 들어본 삽이었다. 이랑을

한 관심을 갖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함.

올리고 고랑을 파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1년 묶은 퇴비 등장에

6. 모의유네스코 총회 : 동아리 학생들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평가하는

코를 틀어막을 새도 없이 다시 삽을 들고 흙과 섞고 멀칭비닐을 씌웠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학교에 속한 전체 학

우리학교 ‘도시농부 초록학부모’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고추 모종 100개를

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함.

심고, 곁순을 따고 웃거름을 주었다. 더운 날씨에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고되고 힘들었다. 이른 아침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수업시작 전과 방과 후, 방학 중 지

1. 학교 텃밭 활동 : 텃밭 가꾸기는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속적으로 잡초제거활동을 하였고,

긴 인내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약속한 시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때로는 교내봉사대상 친구들과 함

제거하는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다. 항상 아침에 나와 물을 주고 비료

께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도 주면서 작물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잘 자라 주었다. 그리고 꾸준
히 텃밭일지를 쓰며 꾸준히 텃밭에 대해 기록하였다.
2. 잔반 줄이기 캠페인 : 점심을 늦게 먹게 되더라도 함께하는 단체 행동에 늦
지 않게 참여하기, 스스로 캠페인 피켓 만들기, 적극적으로 캠페인 실시하기 등
을 약속하였다.
3. 세계문화유산 답사 : 올해의 장소로 정한 ‘수원화성’에 대해 미리 공부해오기,
군산동고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답사의 의의 살리기
4. 유네스코학교 간 교류활동 : 계획된 활동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적인 참여와 적극적 대화로 다른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친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 갖기

고구마 재배(~10월 15일)

5. 세계문화유산 연구 : 각자 한 개의 세계문화유산을 자유롭게 정해서 열심히

고구마를 심던 날, 처음 본 고구마 순이 신기했다. 작년에 감자를 심을 때는 감

탐구하기

자를 여러 개로 쪼개서 심었는데 고구마는 줄기 같은 순을 비스듬히 찔러놓은

6. 모의유네스코 총회 : 학교교육계획 속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도교사 선생님

구멍에 쑥 집어넣어 심었다. 고구마가 정말 생길까 걱정이 되었지만 웬걸, 추석

이 미리 조치해 주시고 다른 모든 기획, 준비, 진행, 평가 활동은 동아리학생이

이 지나고 호미를 들고 파헤친 땅 속 여기저기에 주먹만 한 고구마들이 숨어 있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사랑의 식당에서 한 끼 찐 고구마를 대접할
수 있는 양이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고추를 따서 그때그때 사랑의 식당에 전
달해드렸고, 가을에 수확한 고구마도 바로 사랑의 식당에 기부했다. 수녀님께
서는 우리가 기른 고구마를 맛탕을 해서 내놓으실 예정이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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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 참가(7월)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유네스코 동아리들이 모여 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8월 7일 명동에서 활동을 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잔반 제로 캠페인(7월 13일 2학기 10~12월 매월 셋째 수요일)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만큼 더 캠페인의 효과가 컸고 활동

요즘 학생들은 밥을 많이 받고 많이 남긴다.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과 학부모

의 의미가 있었다.

회 어머님들,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학기말에 우리가 직
접 만든 팻말을 들면서 급식실에서 학생들에게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홍보하였
다. 이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되신 여러 어르신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조금이나
마 도울수 있어서 뿌듯했다.

학교텃밭상자 가꾸기(3~11월)
봄에 서초구청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텃밭상자를 옥상에 올려 상추
모종을 심었다. 상추 잎의 수확과 기증의 즐거움도 잠시, 올해의 엄청난 무더위

유네스코학교 간 교류활동(7월 22~23일)

로 상추가 금방 시들고 말았지만, 지금은 김장용 배추와 김장무가 무럭무럭 자

군산 동고와의 유네스코학교 교류활동

라고 있다. 벌레도 잡아주고 웃거름도 주면서 보살피지만 숨어서 배추를 갉아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와 군산동고 유네스코 동아리가 여름방학에 만남을

먹는 벌레는 잠복의 천재인지 잡을 수가 없다. 할 수 없지 배추를 나누어먹을

가졌다. 희망의 운동화를 함께 그려서 기부하고, 함께 밥을 해먹은 뒤 서로 자

수밖에 없다.

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세관에서 적발된 짝퉁 운
동화를 색칠하고 꾸며서 아프리카의 빈곤한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활동으로 운
동화를 예쁘게 꾸며 운동화를 받게 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날 수원 화성에 가서 문화 탐방을 하였고 이를 통해 역사를 더 깊
게 알 수 있었다. 진짜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문화해설사 두 분과 함께 수원화
성박물관과 수원화성을 3시간 가량 돌아보며 우리 문화의 훌륭함을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서초구청과 함께하는 우면산 탐방(5월 27일)
서초구청의 우면산 탐방 프로그램에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여 숲해
설사님의 안내로 우면산에 식생하는 다양한 식물종을 관찰했다. 우면산 산사태
이후 복구된 우면산의 모습을 보며 자연재해가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대책없이 무절제하고 대책 없는 개발을 강행했을 때 발
생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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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축제 참가(7월 15~16일)

KUMN 모의 유엔 총회 스탭 활동

지정받은 교실을 유네스코동아리 활동발표회장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게임 활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큰 규모의 모의 유엔 총회에 스탭으로 참여해 사전회의부

동 부스로 꾸며 600명이 넘는 방문을 받았다. 볏짚을 이어 초가로 엮은 지붕아

터 참관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경험을 쌓았다. 교내 모의 유엔 총회에 대한 계

래서의 전통 게임 재현했다. 전

획이나 내용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았다.

통 한복을 입고 누렁소로 분장한
친구들이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교내 모의 유엔 총회 개최
교내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유엔 총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이 각 국가의
대표부를 맡아 전 지구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
 은 일도 도움이 된다면 꼭 하는 우리가 되었고 모든 만물을 아끼는 우리가

해야 할까요?

되었다.

직접 만나 교류도 하고 교외에서 열리는 모임에도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결

•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다.

코 혼자해서는 이룰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다. 이

•지
 도교사 선생님의 지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제로 SNS를 공유하고 유네스

주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

코학교 대표학생 모임에서 다른 학교와도 소식을 공유했다.

게 되었다.
•나
 의 작은 봉사활동이 지역사회를 위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알게 되었다. 텃밭에서 삽으로 땅을 갈고, 냄새나는 비료를 주고, 더운 여름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텃밭에서 수확

텃밭을 경작할 때 무조건 성공하리라 보장은 없었다. 그러기에 불안하고 신경이

한 작물이 무료급식소인 사랑의 식당에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다.

많이 쓰였다. 하지만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주었고 무료급식소에 잘 전해 줄 수
있었다. 아마도 우리의 정성과 관심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된 듯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다. 그리고 서울인천 공동 캠페인 활동 당시 장소 선택이나 도구 구입 및 대여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에서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며 극복했다.

우리는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비중이 적다고 생
각한다. 우리가 한 일이 실제로 사회를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언젠가는 커지고 커져서 사회에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명동에서 실시했던 미혼모에 대한 인식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개선 캠페인에 참석한 뒤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선 주제에 생소해했지만 명동의

•우
 리 동아리에서만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알고 활

복잡한 거리에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행인들을 상대로 캠페인 활동을 하며 다

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아리나 전교생들도 함께 이해하고 유네스코

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식이 바뀌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텃밭을 일구며 동

학교 활동을 함께 하면 좋겠다.

아리 친구들이 함께 느낀 보람은 구경만 하는 친구들은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켜본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작은 변화를 생겼을
것 같다. 학업에 쫓겨 생활하는 수많은 고등학생 중의 한 명인 동아리 친구들의
작은 변화는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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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네스코학교 학생들 간의 소통과 모임이 좀 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
들 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유네스코학교 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대여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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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우리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6(종암동)
지도교사
전행현 선생님, 정은주 선생님, 손은주 선생님

학생구성원
권서현, 박찬웅, 김민아, 노혜지, 차우경, 김민주, 송봉근
곽병민, 김지용, 김세은, 장하늘, 박성은, 권예린, 박윤진
이다경, 김예은, 한지형, 김진형, 홍윤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예를 들어 교환학생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작

있나요?

고 소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했다. 또, 환경을 위하여 각 학급에서 남은 이면지를

저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선택한 6가지의 주제로 교내활동이나, 외

모아 노트를 만들어 재활용하고, 미혼모, 청소년의 인권을 알아보려 우리가 직접

부 활동을 했다. 학교 축제에서 주제에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친구들이나

그들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 외부인에게도 프로젝트와 유네스코가 하는 일을 알렸다.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도 저희의 관련하여 퀴즈를 내는 등, 유네스코 동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리를 알릴 수 있고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왔다. 또한

첫째로 이면지를 수거하여 노트로 제작한 뒤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쓸 수 없었던

다른 학교와 동아리 연합활동도 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종이를 노트 한권으로 다시 사용했다.

연합활동을 이어가며 더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는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자 인권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다. 북한 인권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북한 인권방송국을 찾아가서 북한 주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민들의 평범한 생활과 탈북자들의 인권(차별)에 관해 배웠다. 이토록 많은 것을 배

저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평화, 경제정의, 다문화, 인권, 환경, 세계화, 지

우고 실천하면서 유네스코의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 한 층 더 가까워지고 많은

역 고유문화)를 토대로 학교 내에서 또는 밖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고 했다.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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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2016 Peace Pals International Arts Exhibition,
‘May Peace Prevail on Earth’
‘May Peace Prevail on Earth’를 주제로 평화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했다. 비
록 수상은 못했지만 부원들과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과 평화에 대해 배우고 특
히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
을 위한 문제 해결에 대해 토의
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
들을 고민해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5월 8일 세계시민여행
5월 8일, 전국 유네스코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세계시민 여행을 가게 되었다.
세계시민이란 무엇일지 끊임없이 탐구해보고 어떤 세계시민이 되어야할지 생
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연

있었다. 국제 이해교육을 통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들
을 버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일일 문화도 체험해 볼 수도 있었다.

합활동도 결성해서 한 주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6월 22일 국립 4.19 민주묘지 봉사활동
• 한아름 동아리와 연합활동
6월 22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의의
독재 권력에 항거한 민주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한아름 동아리와 함께 4.19 묘

5월 14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World Fair Trade Day)

지에 다녀왔다. 4.19 민주 묘지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5월 14일,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에서 지정한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으로, 가

표하기 위해 현충탑 참배를 했다. 기념관에서는 1960년대의 유물전시와 영상

난한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하고 지속적인 무역을 장려하는 ‘세계 공정무역의 날’

매체를 통해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알고, 태극기를 직접 그리는 등의 활동

축제가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렸다. 축제 개막으로 남녀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진

을 통해 애국심을 기르게 되었다.

을 열어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였고,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부스와 전시를 통하여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알렸다.

7월 24일~28일 유네스코 한중일 국제유스포럼
•주제 : 기후 변화와 지구의 미래
7월 24~28일까지 4박

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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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이루어진 유네스

(폴란드,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프랑스)

코 국제 유스포럼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배우는 CCAP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강사의 나라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외국인 강사님들이

청소년들이 Sky, Land,

학교에 오셔서 본인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해주셔서 직접 문화를 체험해 볼 수

Ocean 팀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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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의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중국과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의 쇼핑 문화
와 여러 관광 명소를 소개하였고, 고궁에 방문하여 우리 옛 선조들의 문화와 생
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8월 7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연합활동 - 송도 센트럴파크
• ‘용감한 그대에게’(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캠페인)
8월 7일, 서울&인천 유네스코 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미혼모를 응원하는 문
구가 담긴 피켓을 만들어 명
동 거리를 나섰다. 이 활동은
미혼모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루어졌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캠페인 활동에
관심을 보여 활동이 더 의미

9월 21일 우리역사바로알기

가 있었다.

• ‘희망의 대한민국’
9월 21일 동아리 시간에 강사분을 모셔 우리 역사, 특히 고조선에 대해 배우는

8월 26일 선농제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영상

• 주제 : 공감과 나눔

과 자료를 보며 고인돌과 같

선농제를 맞아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면지노트

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에 대

와 빙수판매, 손가락 나무 제작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모인 수익금을 위안

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깊

부 사랑의 집에 전달해드렸다. 많이 버려지는 이면지들을 노트로 만들어 사용

게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

하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물건들을 버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한다. 많은

다.

돈은 아니지만 위안부 할머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9월 7일 국민통일 방송 견학
• 주제 : 북한(탈북자)인권 교육
남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TV와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국민통일방송국을 견
학하여 현재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
간이었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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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할 부분을 찾아내고 다른 학교와 연합활동을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찾는다면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도 알릴 수 있고 소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경제정의 등 여러 주제

통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해 활동하고, 배움을 얻음으로써 여러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국민 통
일방송국을 견학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북한에 대한 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정관념들이나 나쁜 인식들이 조금씩 씻겨 나갔고, 평화와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도 모르게 인권 침해

9월 7일에 다녀온 '북한 인권방송국'에서의 프로젝트가 기대보다 훨씬 성공적

가 된 부분들이나 내가 인권 침해를 했던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

이었고 의미 있던 활동이었다. 한 나라였던 북한에 대한 소식을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대해 활동들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에 대한 인식도 좋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답답했지만, 실제 북한의 상황이

게 바뀌고, 그 친구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친구들이

나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부원들 모두 새로 배운 점이 많아

장난스럽게 서로 놀리려고 툭툭 뱉는 다문화 비난 발언에 대해서도 같이 웃고

뜻깊은 시간으로 여겨진 것 같다 또한, 8월 7일에 실행한 ‘서울&인천 유네스코

떠들 게 아닌 함께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카페에 가

연합 미혼모 프로젝트’가 매우 성공적인 활동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인천과

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공정무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다른 곳보다 먼저

서울의 유네스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혼모를 주제로 캠페인을 하여 많

눈이 가고, 그곳에 발걸음이 가게 되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나 자신이 자

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정말 의미 있던 시간이었다. 실제 미혼모

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인권이나 다문화,

이신 분이 오셔서 보고 가신 것에 대해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

공정무역 등의 문제점이나 고쳐 나가야 할 점들 등이 보이게 되었고, 내 행동과

그에 비해 5월 14일에 다녀온 ‘세계공정무역의 날 행사’가 예상보다 어려운 상

생각들이 조금씩 좋게 바꾸어 가는 것을 느꼈다.

황이었던 것 같다. 동아리 부원이 모두 가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팀을 나
누어 둘러보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점에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 행사가 끝난 뒤 지금까지도 일상생활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자주 이용하며 그 날의 아쉬웠던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평소 북한 인권유린과 아동, 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 개념을 잘 모르던 친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북한 인권 침해사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례와 아동및 청소년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더 나은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또한, 7개의 주제에 대하여서 한 번씩만 다루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어도 두 번씩은 다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를 보완한다면 더 나

해야 할까요?

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문화, 인권 등에 대해서 사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과 연락하였다.

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더 많은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변화해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밥이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생각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권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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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우리가 인분을 누는 것이 의미가 없게 생각되고 그저 단순

있나요?

한 배출에 불과하였다면 이 퇴비변기는 환경을 살리고 물을 아낄 수 있는 지구를

동아리 뿐 아니라 학교 전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으며 건

획했다.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추

강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화장실

진하고, 학교 내에서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조금 더 나

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후에 이 퇴비변기를 사용했던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이를

은 모습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훗날 자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음으로 다양한

대상으로 ‘Eco Bazaar & Green Promotion’ 캠페인을 진행하여 환경을 생

방면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지역을 벗어나 전

각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지구의 물 부족 문제와 해양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할 수가 있다. 아직은

먼저, 이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불쾌하게 여겨지고 냄새가 나는 학교 화장실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아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장기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 대부분의 어느 학교든지 화장실은

적으로 사용한다면 ‘2L x 사용한 횟수’라는 만큼의 물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프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지 깨끗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도 마찬

젝트의 규모가 커져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게 된다면 ‘2L 사용한 횟수 x 사

가지였다. 항상 더러운 바닥과 냄새나는 변기, 우리 학교 변기는 좌변기가

용하는 사람의 수’ 만큼의 물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분에 의해 오

아닌지라 좌변기인 화장실보다 더욱더 악취가 심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염된 물을 정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퇴비변기의 사용으로

서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였다. 퇴비변기를 설치한다면 좌변기

모인 인분을 토양에 사용함으로써 화학 비료에 절여져서 고통 받던 토양도 다시

식 퇴비변기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앉아서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옆

건강하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는 커피 찌꺼기 또는 톱밥이 있어 그것들을 뿌림으로써 변의 악한 냄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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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환경을 생각하는 자세로 우리 지역사회의 장점인 관광 장소라는 타이틀을 이
용하여, 우리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환경 프로젝트를 한다면 우리 지역사람
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바자회활동을 위한 물품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현재 실생활에서 유용할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
다. 또한, 새로운 의견을 주고받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천연제품들을 제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활동이 아니라 상품(천연
제품)을 직접 전해주며 권함으로써 실생활에 적용하는 효과적인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바자회 활동을 위한 제품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단점을 극복하여 상품효
과를 더 높일 수 있다.
•	바자회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을 환경 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단체에 사용
함으로써 지구촌 문제에 대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적
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	학교에서는 먼저 퇴비변기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하나의 퇴비변
기만이 설치가 되어서 동아리 부원들 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
됨에 따라 퇴비변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길 바란다.
•	학교 텃밭에 저희의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화학 비료에 찌들었던
토양을 자연적으로 되살리게 되고, 한 번에 2L이상의 낭비되는 물을 아낄 수
있다.
•	더 나아가 지역에서도 ‘인분은 더럽다’는 인식을 깨고 지역 캠페인 활동을 열
어 퇴비변기가 예전의 재래식 화장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수세식 화장실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일깨워주어 경주에 사는 사람들이 퇴비
변기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	경주라는 지역이 고지식하다는 것도 탈피할 수 있게, 다른 지역보다 먼저 환
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활동을 하는 경주가 되도록 변화된 경주를
만들고 싶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퇴비변기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장점들과 수세식 변기보다 나은 장점들을 기
록하기
•	퇴비변기의 이로운 부분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며 퇴비변기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퇴비변기
의 사용을 알리며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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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비료보다 퇴비의 사용으로 인한 더 높은 효과를 보여줌으로 화학비료의
사용보다 퇴비의 사용을 권장하기
•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 개국의 언어로 제작한 우리만의
환경 홍보물, 인터뷰 활동을 통해 직접 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경주’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관광명소를 보존하고 환
경을 지키기. 무분별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를 홍보하고 팜플렛 제
공, 설문조사 등 캠페인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
호하기
•	교내 바자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친환경 제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반응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찾은 후 보다
완벽한 천연제품으로 경주 시 바자회 참여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B-Market의 팔찌를 적극 참여한
시민과 학생에게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문제에 보탬이 되어 세계시민으
로서의 자질 기르기
•	실제로 면 생리대를 사용해보고 면 생리대의 편견과 오해를 홍보를 통해 없
애고, 장점을 널리 알려 학생들이 면 생리대를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장려하기
•	한 번 마신 후 버려지는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
인 진행하기
•	벼룩시장행사를 실시해 아깝게 버려지는 문제 줄이기
•	에코백 사용의 장점을 다른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쓰도록
하고, 또한 마트나 시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에코
백사용 홍보하기

퇴비 변기 운영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우리는 2016년 5월 2~15일 2주

2016년 4월부터 화장실의 한 칸에 톱밥변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직접 사용

동안 ‘잔반 없는 점심’을 실천하였다. 학생들은 음식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하고, 퇴비실에 모아 퇴비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톱밥변기는 수세식 화장실

적당한 만큼만 음식을 받고, 사진을 찍고 격려하면서 음식안남기기 실천운동을

에서 한 번에 12L의 물을 사용하는 것에 반에 톱밥 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하였다. 음식의 소중함과 매년 200억이 학교 잔반처리비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

다. 참나무 톱밥과 버려지는 커피가루를 이

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용해 냄새가 나지 않는다. 퇴비실에 모아 1년
뒤에는 다시 양분이 풍부한 흙이 되는 과정을

Liter of Light(페트병 전구)

포함한다. 퇴비실 옆에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필리핀의 한 자동차 정비공이 만든 적정기술 전구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강아지와 토끼가 있는데, 강아지와 토끼의 분

필리핀의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페트병, 세제, 물을 이용하여 만든 전구는 화재

뇨도 함께 모으고 있다. ‘똥살리기 땅살리기’

에도 안전하고 전기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유네스코 동아리 회원들이 만드

책에 보면 퇴비를 모아 놓으면 60도 이상의

는 방법을 알아 본 결과,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해서 변속에 나쁜

료로 직접 페트병 전구를 만들어 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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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균들이 다 죽는다고 한다.

EM 비누 만들기
유네스코 EM조는 EM비누 만들기 키트를 사용하여 파프리카, 율마 등의 다양
한 식품과 EM원액을 함께 사용하여 비누를 직접 만들고, 학교의 학생과 교직
원들에게 판매하였고, 판매금의 일부는 재료를 사고, 일부는 위안부 팔지를 사
는데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EM홍보의 시스템을 확립하
였다. EM비누를 사용한 학
생들은 피부가 부드러워졌
다고 후기를 전했다.

항아리 냉장고(Pot in Pot Cooler)
샤워볼 만들기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경연대회에서 요리 중에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

EM조는 미국의 한 소년이 일회용 용기에 담긴 샴프의 용기를 없애기 위해 샴

해서 항아리 냉장고를 직접 만들어 보관하였고, 먹을 수 있는 신개념 물병 오호

프볼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고, 샴프볼에 도전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굳히는 것

(Ooho)를 직접 만들어 용기로 사용하였다.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넣

이 힘들겠다는 생각에 샤워볼을 먼저 만들어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만들어

어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요리의 특성상 채소 재료가 많은 점을 착안해

진 샤워볼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나눔 행사를 하였다.

신선한 요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고기 안 먹는 주말(Meatless Sunday)

동아리 토론 의견서

2016년 8월 매 주말마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세미 베지테리안인 페스코 식단

‘캐나다 몬트리올시의 플라스틱병 전면 사용 금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든

(달걀, 유제품, 우유, 생선 허용)에 도전하였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진
다고 소감을 밝혔고, 가족들과 다른 식사를 해야 해서 힘들다는 고충을 이야기
했다. 그래서 페스코 캠프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고, 10월 21~22일 전
교생을 대상으로 페스코 그린생태캠프를 하게 되었다.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고, 사전계획서를 통해 36명이 선발되었으며, 절제된 식단, 일회용사
용금지, 계면활성제 사용 금지를 규칙으로 하는 캠프가 이루어진다.

잔반 없는 점심(No Leftover Lunch)
최근 4년간 학생 수는 8% 정도 감소했지만, 같은기간 학교 급식 실시로 발생한
음식물 처리비용은 2010년 120억원에서 2013년 202억원으로 68%나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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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회원에게서 받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

글로벌 환경자료제작 및 홍보

경기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4월 16일 글로벌 환경자료제작대회를 통해 포스터, 신문, 일기, 만화, 산문 등

환경호르몬은 나쁘지만, 대체품이 나오기 전에는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 다양한 환경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 중앙 계단에 전시하였다. 영어로

결론이 나왔다.

만들어진 다양한 자료들은 교내 학생들뿐 아니라, 자매학교 학생들이 보고 함
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속가능한 토론회(신자유주의 경제, 다국적 기업 몬산토,
생태도시 브라질의 쿠리치바)개최
매 동아리 시간마다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 발표하고 의견을 교
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학년들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고, 베네수엘라 국가
위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장단점, GMO 농산물과 씨앗을 독점하는 몬산토,
생태도시 브라질의 쿠리치바에 대한 발표회를 하였다.

옷캔 만들기와 나눔 행사
일회용품팀의 ‘아나바다’ 행사의 일환으로, 중고물품 나누기 행사가 있었다. 옷
캔을 직접 만들어 학교에 설치하고, 학생들은 쓰지 않는 물품들을 모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였다.

천 생리대 사용 체험 및 홍보
천 생리대 사용팀에게 산소계 표백제를 배부하여, 깨끗하게 씻기면도 친환경적

동물복지 자아사랑

인 세제 사용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천 생리대에 대해 긍정적인

학교 주변의 유기견 강아지에게 집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산소계표백제로 세탁이 용이해졌고, 친환경적이라는 것

어 주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강아지가

에 더 안심했다.

필요한 밥통과 목줄, 모포를 가져왔고, 강아
지가 죽을 때까지 사료를 제공하겠다는 업

EM용액 나눔 행사

체도 있었다. 중·고등학교 약 1,000명 학

EM 팀에게는 EM용액 500ml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희

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강

석해서 애완동물에게 뿌리고, 빨래 시에 섬유유연제 대신 넣거나, 싱크대나 목

아지를 돌보면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에서 벗

욕탕 청소에 사용해 보고 살아있는 미생물의 활동의 효용과 계면활성제 사용의

어나게 되었다.

폐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흐린날에 빨래에 섬유유연제 대신 넣은 학
생은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탈취에 특히 효과가 많은 것을 알아냈다.

독도 사랑 캠페인(Dokdo Promotion)

문화와 예술의 어울림 한마당

학교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독도 사랑 캠페인은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2016년 1학기에는 6차시에 걸쳐서 미국과 한국 문화를 배우고 비교하는 시간

독도를 알리는 활동이다. 홍보물을 만들어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학교

을 가졌다.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악기, 미국의 빌보트 차트에 있는 트랜드 뮤직

근처의 첨성대,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지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선정하기, 시대에 따라 바
뀌는 가사의 내용들, 엔터
테인먼트회사의 비인격적
인 처우 등에 대해서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
학기는 ‘성차별’에 대한 주
제로 수업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거리 캠페인
조별로 스티커 보드를 만들어 교내, 첨성대, 대릉원 일대의 내 외국인을 대상
으로 ‘Plastic is not so Fantastic’이라는 구호아래, ‘오호를 아십니까?’,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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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전면 금지에 찬성하십니

이름 : 김하영, 박미진, 박주영, 이해연

까?’, ‘바이오 플라스틱을 아

팀 : 퇴비변기 2

십니까?’라는 질문을 만들어
찬반의견을 물어 보고, 플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스틱의 폐해에 대해서 홍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작은 의심스러웠다. 우리 몸의 찌꺼기가 땅의 양분이 된다는 것은 이론상으
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가 이 활동이 가능한 환경인가에 의심이 들었고,

바다의 날 캠페인

무엇보다 많은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이란 공간에서 위생상의 문제와 냄새가

5월 31일이 바다의 날로 정해진 것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것을 기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퇴비변기의 취지와 장점, 실제 선

념하기 위해서이다.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캠페인을 하였다. 각자 해양보호를

생님 댁에서 사용하시는 퇴비변기의 사례 그리고 수세식 변기를 통해 처리된

위한 현수막을 만들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바다생물 보호와 해양오염의 현실

용변의 피해를 알려주셨고, 퇴비변기의 중요성이 느껴져서 시작하게 되었다.

을 폭로하고 ‘바다’로 이행시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중요성을 알고 시작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심은 계속 남아있었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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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변의 시원찮은 반응에 더욱 소극적인 자세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하냐’는 또

문화유산해설 UCC만들기

는 ‘왜 하냐’는 눈치에 ‘정말 이게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들

2016년 6월 지역의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을 만드는 활동이다. 다

었다. 하지만 맡은 바 임무는 다 해야 했고 시작도 누구의 강요 없이 내 자신

양한 소품, 영어대본을 창의

이 선택한 길이라 계속 이어 나가야 했다. 그렇게 꿋꿋이 활동한 결과 앞서 걱

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여 지

정했던 냄새와 위생상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퇴비변기는 용변을 참

역의 문화유산을 외국인들

나무 톱밥을 사용해 발효시켰고 거기에 커피 찌꺼기를 더하여 커피냄새만 은은

에게 널리 알렸다.

히 풍겼다. 또한 퇴비변기 사용법을 아는 학생들만이 그것을 사용했기에 위생
상 문제가 되는 일 또한 없었다. 그리고 어떤 날엔 나에게 직접 퇴비변기를 사
용해 보고 싶다는 학생도 나타났다. 이런 긍정적인 관심에 힘을 얻어 ‘퇴비변기
팀’ 이라는 명칭이 자랑스러웠고 더욱 애정이 가게 되었으며, 퇴비변기에 관한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일단 함께 동아리에 참여하는 선생들과 함께 교과에 벗어나서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이제는 많은 환경
문제들이 보인다면 스스로가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이란 어떤 것인지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
질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과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에도
나만의 노력만으로는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많은 이들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행하는 활동들을 홍보하고 소개하여 널리 알린다면 언젠가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세계시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퇴비변기라는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우
리 동아리 사람들 뿐만 아닌 전교생이 환경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환경뿐만 아닌 모든 일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375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유네스코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학생

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들도 증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상 외로 어려웠던 일은 없었다. 퇴비변기에 대해서는 시작 전부터 걱정이 많

세계시민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을 지킴으

았기 때문이었다. 굳이 꼽으라면 날씨와 시험 기간이었다. 맑은 날은 괜찮았다.

로써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이로움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중

문제는 비 오는 날이었다. 비에 퇴비가 씻겨 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잠을 뒤척

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실천하고 있는 퇴비변기에 대한 소개, 퇴비

이며 걱정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가서 확인해 보니 퇴비는 제 자리

변기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실천하는 방법 등을 바탕으로 UCC를 만들

에 있었다. 시험기간은 학생들이 바빠 퇴비변기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

어 퇴비변기에 대한 정보를 보다 널리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동영상을 보

서 퇴비변기 사용 횟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퇴비변기 발효소 옆에 있는 학교

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하였다. 이런 프로젝트를 재미있는 만화로 만들

를 지키는 ‘덕돌이’라는 개가 있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퇴비변기 특성

어 소통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상 인간의 용변뿐 만 아니라 동물의 용변도 사용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방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실천하는 자세도 중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하다고 생각한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학교, 선생님, 학생들에게 부탁 한다. 보통 사람들은 8살 때부터 19살까지 성인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 되기까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수업을 받는다. 그런 학교에서 가장먼저 환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로 퇴비변기 발효소였다. 아무리 하루

경보호가 실천되어야 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14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한들 보통 용변은 집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퇴비변기

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늘려야 하고 선생님들이

발효소가 많이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원들의

먼저 솔선수범하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학교의 시설물들을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퇴비변기 통은 꽤 빠른 시간 안에 채워졌고 그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로 바꾸는 것 또한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학

퇴비변기 발효소가 빨리 채워졌다.

생들 또한 선생님의 선행을 따르며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리고 다음은 학생들의 관심이었다. 원래 용변의 처리란 수세식 화장실에서

일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

물로써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퇴비변기는 그런 절차 없이 그대로 발효

에만 버려도 자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연을

소로 직행하여 참나무 톱밥과 발효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은 용변을 발효시킨다

생각하고 환경오염을 조심하면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고,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에 학생들이 거

것이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직접 실천

부감을 가졌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의

하여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다수

용변들은 흙과 퇴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고 냄새도 나지 않았으며 벌레 또한

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생기지 않아 그들의 거부감을 살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절차로 학생들이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유리 구슬이다.”
상자처럼 딱딱하고 차별이 있는 공간이 아닌 구슬처럼 다 같이 한 곳에 섞여
어우러지는 모습이 진정한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해지면 유리처럼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유리 구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덕여자고등학교 류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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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등학교

같이 걸을까
학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22
지도교사
김연희 선생님, 엄경수 선생님,

학생구성원
송제희, 문혜상, 황연희, 차주은, 김경미, 박유나, 이민지
유재니, 한이경, 김예린. 임주은. 김예원. 임지수. 김지웅
최익현, 김종인, 이상범, 김우일, 윤경식, 지현배, 김현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같이 걸을까’ 프로젝트는 요즘 사회문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권문제인 학교폭

앞만 보고 혼자 빠르게 걸어가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력, 차별 문제를 UCC로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구촌 불

로 인해 벌어지는 지역적인 혹은 세계적인 문제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함

끄기 행사를 하면서 활동내용을 학교 신문에 싣고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

께 걸어가는 친구가 되어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변화가 세

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인권, 다문화, 환경을 주제로 프로

상의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기
• 주어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혼자 빠르게 뛰어가는 토끼가 아니라 함께 천천히 가는 거북이가 되기
• 나, 너, 우리의 글을 마음에 새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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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반편견 입양 교육

다른 부스를 체험하였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지만 청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2016년 6월 8일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입양가정의 어머니께서 강사로 오셨습니

우리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입양의 과정, 그리고 입양 아동,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 하셨
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입양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

세계시민여행

는 시간이 되었고 동정어

전국의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인 세계시민여행에 유네스코 동아

린 시선이 아닌, 함께 가는

리 회장이 참여하여 학교별 사례발표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친구

친구라는 생각을 갖게 되

들을 사귀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었습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2016 세계 인권 수호 다짐 대회
세종시의 유네스코학교들과 함께 2016 세계인권수호다짐대회(2016년 7월 21
일)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인권 헌장 선언과 함께 인권에 대해 토론
을 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중·고 다양한 학교급이 모여 다
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를 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다른 학교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레인보우 프
로젝트를 구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부모 역사 특강
우리 학교 학생의 어머니께서 유네스코 동아리를 위해 한국사 강의를 두 차례
에 걸쳐 해주셨습니다. 한국사의 대략적인 흐름과 정조와 정약용의 이야기 등
한국사를 재미있게 알려주
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
다. 더불어 독서의 중요성
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
세로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충북 세종 유네스코 공동행동
청주의 상당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충북, 세종지역의 학교들이 함께 청주 성안길

UCC 촬영

철당간 광장으로 나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권과 다문화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해서 찍은 UCC입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주고등학교와 함께 지장나무 부스를 운영하면서 또

니다. 1학기 내내 진행된 프로젝트로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 외에 교내의 학생
들이 참여하여 UCC를 완성하였습니다. 편집이나 영상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기
도 하였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든 영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불끄기 행사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불끄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동아리 부원의 활동
모습을 교내 신문 ‘미쁜소리’에 실어 불끄기 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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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네스코 친구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친해지게

해야 할까요?

되면서 세계시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때마다 조그마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복도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동아리 부원들과 협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

급식실 앞에 있는 모니터에 UCC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동아리 부원 외의 학생

고 주변을 돌아보며 어쩌면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

들과 협력하여 우리 활동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성남고등학교 페이스북 홈페이

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나의 행동이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를 통해서 다른 학교, 지역사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생각에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또한 세종시 유네스코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인권에 대해 배우고 마음을 나누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이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북·세종지역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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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코학교와 함께 공동행동 캠페인에 참가하여 지역사회에 세계시민에 대해 알리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교내에서 UCC 촬영을 하고, 반편견 입양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끄기 행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등을 하면서 우리의 이런 활동이 지금은 아주 작은 움직임일 뿐이지만 우리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뜻이 맞는 다른 유네스코학교, 나아가 그 유네스코학교가 있는 학교의 친구들,

UCC를 만드는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서 영상은 다 만

선생님, 지역 사회로 물감이 번지듯 퍼져 나가면 분명 세계시민을 어렵지 않게

들어 놓았지만, 편집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불끄기행사를 학교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교내 신문을 통해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여 세

신문에 싣게 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친구들이 지구촌 불끄기 행사에 많은 관심

계시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님을, 흔하디흔한 모래처럼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이

을 가지는 것을 보고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따뜻한 말이 오가는 교실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또한 세계인권수호다짐대회와, 충북·세종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우리를 만났던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그 수많았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만들었다면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아리 부원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세계시민 여행처럼 다른 유네스코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기회가 좀 더 많
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UCC 촬영

충북·세종 유네스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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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포고등학교

지구촌 아동노동 문제를 위한 Good Action!
학교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8(성포고 594-1)
지도교사
심예원 선생님, 김다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재현, 박상현, 길소정, 김하영, 김혜원, 박혜민, 진이레
윤민서. 김다운. 민수빈, 김진이, 차예진, 박수연, 이세원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성포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이 학교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성포고 유네스코 동아리는 빈곤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전세계적으로

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은 물론이고, 상대적 불평등과 박탈감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

작은 실천 방안들을 포스터로 만들고 직접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 학교 축제기간

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빈곤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을 맞이하여서는 모둠별로 미션을 수행하였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는 학교

‘빈곤이라는 문제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아동노동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부족했다고

있는 일이 있을까? 이 노력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좌절

생각했다. 이를 개선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었다. 전 세계에서 학교에 가서 교육

을 경험한 적이 있다. 또 빈곤문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복잡한 모습으로

받아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작지

나타나서, 특히 빈곤으로 인해 아동들이 긴 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에

만 알찬 활동을 통해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대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고민에서 이
번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주 작은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할지라도, 그 작은 도움이 긴 노동 시간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희망을 줄 수

• 우리를 알고 세계를 알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래임에도 긴 노동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의 아

•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든다.

동들이 처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키워드를 ‘아동

• 우리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누자.

노동’으로 잡고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같이 협동해서 함께 하자.
•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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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아동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동노동문제 퀴즈!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9월 9일 금요일, 교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아동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는지 확인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아동노동 문제에 해당하는 퀴즈를 만들

평소에도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고 관

어 맞춘 학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동 노동의 문제점을

아동노동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게된 후 배운 지식을 아동노
동 근절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
쉬웠다. 하지만 동아리를 통해 작게나마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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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나가서,
아동 노동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피켓 캠페인을 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사람
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며 더불어 아동 노동에 대해 조
금이나마 알게 되고 인식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동노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심각성을 깨달아요!

해야 할까요?

10월 14일 금요일, 학교 축제를 맞이하여 아동노동의 심각성을 교내 구성원들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캠페인을 많이 실시하여 학교 주변의 시민들과 타

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다. 참가한 사람들에게 직접 팔찌를 만들어보게 하고 작

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게나마 노동의 어려움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는 참여한 사람 모
두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네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코 동아리에서 노동에 시달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아동 노동에 시달리는 전세계 아이들에게 기부하기 위한

리고 있는 전세계 아동들을

팔찌를 직접 만드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다른 친구들이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위한 작은 모금행사를 진행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작은 팔찌를 제작

하였다.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긴 시간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
니 마음이 아팠고. 그 친구들을 돕는데 쓰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을 더
열심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만 유네스코 관련 활동을 체험하는 게 너무 많아 아쉬
웠다. 그래서 폭넓게 다양한 학생들, 선생님들 등이 참여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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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유네스코 나비효과, 나의 작은 날갯짓으로
학교주소
충북 제천시 세명로 88
지도교사
이창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슬비, 정의윤, 노유정, 최지현, 오건우
전병선, 김기담, 금소희, 전지우, 최지환
임 건, 권오윤, 이지영, 최성기, 김민경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있나요?

도시농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첫째,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최신식 기자재를 갖

식물을 기르며 감정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추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에너
지 낭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한 학교 급식의 잔반처리에서도 환경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있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유네스코학교의 이름에 맞는 활동적이

둘째,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정착되지 못해 친구나 선후배, 선생

고 진취적인 학생으로 변하길 원했다. 또한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역 주민과

님, 지역 주민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생활이 부족했다. 또한 잦은 욕설과 비

교류하는 활발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속어 사용이 있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등의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의 아쉬
움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소외된 사람
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셋째, 우리 학교는 충북 제천에 소재하여 제천의 지역문화에 대해 관심을

• 생각하자. 항상 주체의식을 갖고 생활하자.

갖고, 이를 발전·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역 문

• 인정하자. 차이가 아닌 다름을 인정하자.

화재나 전통시장과 같은 지역 특색들이 점차 소홀히 여겨지고 다른 지역에

• 달라지자. 변화의 시작은 자신이다.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나’부터 지역을 사랑하

• 실천하자. 꼼꼼하게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고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사랑하자. 주변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자.

넷째,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겪으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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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캠페인 준비
2016년 1, 2학년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보고보다’ 동아리는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7가지의 주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4가지의 주제로 5개의 캠페인을 기
획하였다. 학생들은 담당 선생님과 함께 매번 행사 때마다 피켓을 제작하고, 현
수막과 어깨띠 등의 홍보물을 마련하였다. 또한 많은 동아리와 학생회, 전교생
들의 도움으로 함께 캠페인을 준비하며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직접 심었다. 화분은 본관 복도와 계단, 그리고 각 교실에 두고 관찰일지를 쓰
며 전교생이 소통할 수 있는 노트를 마련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식물
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각 학급의 화합을 추
구할 수 있었으며 세계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제천 지역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
인을 계획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다양한 홍보물을 들고 어깨띠를 두른

잔반줄이기 캠페인

채 시장상인과 손님들에게 홍보활동을 했다. 더불어 학업중단의 고민에 빠진

우리 학교의 급식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 세명고 유네스코 보고보다 동아리 학

학생들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해서 장보기를 하며 우정을 키울 수 있

생들이 전교생과 함께 잔반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5주 동안 수요일을 잔

는 시간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반 없는 날로 정하고 잔반이 없는 학생을 표시하여 학급별로 시상을 하였다. 처

욱 많이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경제관념도 기를수 있었다.

음에는 학생들이 잔반이 없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수
요일을 기다리는 일도 생겨났다. 많은 학생들이 잔반을 줄여 잔반량이 실제로
많이 감소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며 배불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밝은미소 밝은인사 캠페인
평소 학생들의 인사습관과 언어생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타인에 대
한 배려와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함양하기 위해 장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였

녹색학교 캠페인

다. 전교직원에게 매주 3장의 추천권을 나눠주고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학생들

유네스코 동아리와 여름방학 방과 후 학생들이 함께 학교에 화분을 배치하여

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추천권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상을 받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캠

게 되었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전교생들 중에 추천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캠페

페인을 진행하였다. 각자 화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식물을

인 소감문을 쓰면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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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학생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들은 이전보다 먼저 인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학

처음에는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의미가 있

교의 분위기도 밝아질 수

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참가하

있었다. 더불어 학교생활

면서 학교와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처럼

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

작은 날갯짓으로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나비효과를 기대했다.

었고 기본예절 의식이 성

캠페인을 계획하는 일부터 홍보물 제작과 실행과정에서 서로 다른 학년과 학급

장하여 세계시민의 자질을

의 친구들이 모였고, 그 안에서 협력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전교생과 함께 어울리며 캠페인을 하는
일이 남들에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꼈지만, 점차 전교

내 고장 의림지 캠페인

생들도 우리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많은 선생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격려해주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의림지 알리기 캠

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페인을 진행하였다. 제천의 관광명소 중 1경인 의림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

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껏 성장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학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많은 선·

학생들은 의림지를 조사하며 역사와 전설, 지리적 정보를 학습하였다. 이를 바탕

후배와 친구들, 선생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

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학교에서부터 어깨띠를 두르고 걸어갔다. 홍보활동을 하

지는 큰 변화가 있었다.

는 날에 타지에서 온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해
주시며 학생들을 독려하였다. 자신의 지역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세계시민으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의 작은 날개짓은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 선생님과 가족, 지역사회에까지
퍼져나갔다. 첫째로, 잔반줄이기 캠페인은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되었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를 안겨주었기 때문이었다. 잔반줄이기의 의미를 생각하
며 직접 참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잔반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두 번째 캠페인이었던 녹색학교는 학교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많은 선생님들께
서도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주어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 또한 각 반별로 자신
들의 화분과 식물에 애정을 쏟고 관리하면서 화합의 장을 여는 데 도움을 주었
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에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과 장보기 활동을 통해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과의 소통이 가능했고, 우

충북세종연합

리 학교와 동아리가 지역사회의 변화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을 받기

8월 16일, 무더위가 한창일 때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에서 시작된 충북ㆍ세종

도 했다. 이는 우리의 가족들도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연합인 환경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충북과 세종의 유네스코학교 학생들

수 있게 만들었고 지역주민에게 전통시장의 재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

이 모여 충북 청주시 청소년광장에서 연합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청주

었으며, 우리 학교의 다른 친구들도 시장에 가고 싶어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시민에게 유네스코 학교를 알리고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또한 주

넷째로, 인사잘하기 캠페인을 통해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먼저

변에 쓰레기를 주우며, 시민들의 서약을 받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여 세

웃으며 인사하는 습관을 정착시키려 했다. 처음에는 인사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계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천권을 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인사할 때 목적성을 띈 경우도 있었다. 그
러나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추천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인
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학교의 교직원 외에도 외부 손님에게 밝은 미소
로 인사하는 학생들이 늘어 학교의 이미지도 상당히 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림지 알리기 캠페인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목적으로 학
생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두른 상태로 의림지를 방문하였다. 학
생들 역시 제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의림지에 대해 잘 알 것이라 생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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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직접 화분 꾸미기부터 식물을 고르고, 흙을 만지며 식물을 심었으며

해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 느끼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의림지를 품기 시작했

복도와 교실에 배치하는 과정 모두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각 교실과 복

다. 그래서인지 의림지의 많은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도에 놓여진 화분을 보면서 학교생활에서 힘든 일들을 잠시나마 잊게 되고, 생

를 지켜본 많은 분들이 우리의 활동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며 격려해주셨다. 이

명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마음과 녹색으로 물든 학교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게

를 통해 지역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되었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했지만 학생들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었고, SNS를 활용하기에도 평소 잘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많

하지만 의림지 알리기 캠페인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의림지를 제대로 알리

해야 할까요?

이 부족했다. 그래서 직접 의림지를 찾아가서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다른 유네스코학교와 함께 한 세계시민여행에서 전국의 여러 학교들의 계획을

해야 했지만, 의림지에 방문하는 타지인이 많지 않아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었

공유하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들과 각 학교 대표 학생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만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SNS에서 캠페인

준비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보완점과 참고할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계획 및 일정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

충북·세종의 유네스코학교와 연합하여 진행한 공동행동은 우리 지역을 넘어

다. 더불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의림지를 방문하고 알리며, 의림지 이

선 큰 행사였으며, 아주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네스코

외의 장소에서도 홍보활동을 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를 알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며 서명을 받고 상품을 주는 등 소통의 기

을 알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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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예상 외로 자세한 정보는 잘 알지 못했다. 우리 고장의 명소를 자랑하기 위

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통시장과 관광명소를 찾아가며 우리 학교의 프로젝트를 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리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아리만의 활동이 아닌 전교생과 함께 하며 학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교신문과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낯설어하는 학생과 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역주민들도 있었다. 이러한 난관은 앞으로 학교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적극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과 선생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

적으로 알리고, 사전에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

껴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학생과 학교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

로 생각한다.

역사회 주민들 역시 학생들이 노력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호의적으로 반응해주셔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캠페인의 진행에 발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생하는 어려움들을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5가지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모든 캠페인이

원이 있어야 한다. 한 마리의 나비가 작은 날갯짓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듯 작은

학생들과 학교,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

관심과 노력으로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네스코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에서도 녹색학교 캠페인은 학교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열쇠이다.”
세계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하나씩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세명고등학교 정성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계이다.”
세계로 퍼져나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이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명고등학교 노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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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고등학교

Seize the Rainbow
학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251(아름동)
지도교사
하준수 선생님, 이태성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다은, 정연주, 황재민, 강예은, 임선택, 김두리
임수정, 정우빈, 박아가페사랑, 정성윤, 김용재
서혜민, 정지웅, 남윤서, 이소현, 강민성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세종시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통 없는 거리,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등 다양

있나요?

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자연박물관 건설을 예정해 두

인권과 다문화 그리고 환경을 말하고자 하면 세종시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

는 등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급진적인 도시화가 진행중인 세종시에

중 하나이다. 급속히 개발이 진행 중인 세종시에서 공사현장은 매우 흔한

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세종국제고등

풍경이다. 이러한 공사현장에는 노동자 분들이 수 천 명이 계시는데 그들

학교 또한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글로

가운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대다수이다. 특

벌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히, 세종시 연기군과 조치원 인근 지역에는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 ‘리틀 차

또한, 세종시는 2015년부터 ‘세종시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시

이나’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며 중국인

민공청회’를 열어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5년 3월

을 대상으로 한 상점들도 위치해있다. 이처럼 세종시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20일부터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 센터 설치에 관해 논의가

시민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잘 융합할 수 있

진행되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이 진행

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에 아직 인권을 위한 기관이나 기반시설들이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2015년 인구 증가율 약 30%로 전국 1위를 차지할

잘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이슈가 되고

정도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있는 인권에 대한 해결법을 탐구해 보려고 한다.

아파트 건설이나 상가들이 급진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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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대만 문화교류의 날, 청소년 문화교류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다. ‘Cogito, ergo sum’ 즉, ‘나는 생각한

학교의 특성상 대만문화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교류의 시간이 주어져 한국 청소

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이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데카르트의 말

년들이 즐겨먹는 간식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K-POP 스타들과 함께하는 포토

처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생각을 조금 더 가치 있도록

존을 설치했다. 정규 동아리 시간에는 윷놀이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윷놀이를

만든다면, 진정한 지식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세종시의 지

즐기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

역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깨어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

국의 문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

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룸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환경파괴

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또한 옛날에는 기쁜 일이 있을 땐 시루떡을 나눠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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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의 희생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이
익만을 추구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생겨났다. 우리 동아리는 세종시가 급격히 발전
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역주민들
과 학생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체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
록 도울 것이다. 또한,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학교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긍정적
인 작은 날갯짓을 모두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프
 로젝트 진행자는 내용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므로 활동 전 충분한 배경지
식을 가져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목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
 등학교, 중학교 멘토링 봉사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유네스코의
이념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지
 식을 넓히기 위한 지적인 활동으로 독서 토론과 주제 탐구 및 보고서 쓰기

환경의 날 환경 캠페인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개인 텀블러를 가져와 환경관련
퀴즈에 참여하면 텀블러에 음료수를 담아주는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세계 환
경의 날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일회용 종이컵 사용 대신 텀블러 사
용을 권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퀴즈 내용 또한 일상생활

등을 통해 깊이 있는 배움을 실천할 것이다.

속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환경

•학
 교 생활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또한 진행할 것

문제이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이다. (예. 자습실 전등 끄기, 세탁 세제 줄이기 등)

부분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학
 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예. 국제교류활동, 문화

접근이 쉬운 활동을 통해 많은

부스, 학교행사 등)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
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Town Hall Meeting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을
논의하는 토의인 Town Hall Meeting을 개최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
고 있는 원도심지역과 신도심지역의 지역통합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다양한 이
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과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지역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정책을 만
들기 까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할지를 고려하며 진지하게 토의에 임하였다.

다문화관련 논문 읽기
Town Hall Meeting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진은영. 2008년 5월)’ 논문을 읽고 문화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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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즘, 소극적 인권과 자유주의적 인권, 다문화주의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세종·충북 유네스코 공동행동

나누고 모르는 부분은

세종지역과 충북지역에 있는 유네스코 고등학교 학생들과 연합하여 꿈 책갈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

만들기, 환경보호 지장나무 제작 및 포토존 부스를 청주 성안길에 설치하여 공

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동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인권의 개념에 대해 정

학교들과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

립해 보고 문화보편주

트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의의 선은 어디까지인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
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시민교육 게시판 제작
자율 활동 시간에 진행되는 교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
권부, 지속가능발전부, 글로벌 이슈부, 평화부, 문화다양성부로 나누어 세계시
민교육 게시판을 제작하였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부서에 맞게 다양
한 시각자료를 게시판에 활발하게 게시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게시판을 보며 세
계문제와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세계시민 노래 제작
세계시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동안 활동을 하며 생각한 것과 세계시민으로
서 행동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노래를 개사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학교 학생들
과 공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인권관련 책 읽고 독서토론하기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자신
만의 정의를 만들어 발표했다. 인권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주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
례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

세계인권 수호 다짐 대회

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세종시 유네스코학교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든 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책을 통해 새로 알

세계인권선언을 새로 작성하여 선언했다.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이 섞여 인권

게 된 점과 자신의 생

문제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인

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

인상 깊었다.

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탐구해 보았으며 초

중학생 멘토링 활동

등·중등 학생들과 함

교내 중학생 멘토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 인근 중학교의 학생 4명

께 진행하는 모습에서

과 멘토·멘티활동을 진행하였다. 중학생 친구들에게 유네스코의 이념에 대해서

리더십과 경청의 자세

알리고 세계인의 날에는 문화 차별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포스터를 만

를 볼 수 있었다.

들었다. 환경의 날에는 학교 뒤뜰에서 식물 사진 찍기 활동을 진행하고 침묵의 봄
과 여러 환경 관련 책을 읽고 함께 토의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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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과 이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에

해야 할까요?

를 갖게 된 것이다. 학기 초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 주제 선택과 프로젝트 개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접근이 쉬운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프

프로젝트를 통해 활발하게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는

로젝트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활동사진을 함께 게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다문화 관련 논문을 읽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

시하여 활동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

견에 반문하고 덧붙이고 동의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facebook.com/SGHSIMAGINE)

또한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물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하나하나 해가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교

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세종국제고등학교 홈페이지 - 창의적 체험활동 - 정

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꼭 끄고 나가게 되었고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교실 컴

규동아리)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여행, 모의UN 등 유네스코의 다양한 프로그램

퓨터를 끄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생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타학교 학생들을 만나 소통하였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활을 위해 남은 우유를 챙겨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유가 버려지
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실천을 하나하나 해갈수록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해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나라의

학교의 특성상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방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서

학에는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연락수단과 개인과제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 용기도

통해 방학에도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정규 동아리 시간이 한정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미래에도 다른 문화

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회의를 끝내기가 어려웠다.

권과 교류하면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쉬는 시간, 점심·저녁시간과 자습시간을 적극적으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니라, 비교적 모이기 쉽도록 학년별로 역할을 나누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로 활용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모여 회의를 하고 준비를 했다. 뿐만 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환경에 대한 퀴즈를 푼 학생들에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대보다 더

게 음료수를 담아주는 텀블러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환

성공적이었던 경우도 많았다. 이는 동아리 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두의

경을 위한 실천의 의지를 갖게 되었고 특히 전교생의 80% 이상이 텀블러를 사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IMAGINE 동아리의 홍보가

용하게 되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전교생은 환경보전에 참

잘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이다.

여하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다.
청소년의 날을 맞아 세종시 내에 있는 유네스코학교와 연합하여 청주 시내에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환경, 꿈을 키워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히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꿈 책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갈피를 만들기를 권장하면서 그들이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여행 중이던 프랑스에서 온 부부도 이 행사에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 IMAGINE에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잠시나마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아야 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모호한 세계시민의 정

교류할 수 있었다. 바쁘게 길을 가던 시민들에게 환경과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의였다. 세계시민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란 당연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 또한 세계시민이 되어가는 발걸음을 내딛

IMAGINE에서는 다양한 논문, 책자,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가려운

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곳이 긁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세계시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

학교에서 진행된 대만의 한 학교와의 문화교류에서 우리나라의 매운 음식 체

네스코의 코칭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대상 학교에 한하여 세계시민에 관한 강

험, 윷놀이 체험, 호떡 먹어보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식, 놀이문

의를 받을 수 있다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윷놀이에서 윷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
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고 우리의 문화를 흥미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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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H G3 Project

Giving, Global and Generating SH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56
지도교사
최정순 선생님, 장문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연경, 이가람, 이희은, 고예주, 손민선, 우지윤, 이연경
여유나, 사공은, 조하경, 박영은, 한지연, 김희림, 박지현
문지현, 오푸른, 최유경, 주지영, 현혜양, 김유정, 허예원
곽나영, 신은림, 윤서영, 정현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1) Giving SH 활동 계획

본교가 위치하는 대구 근교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가

① 모금운동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중식 및 석식 시간)

아직 부족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학생들과 지역민의 의식 성장을 통해 변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Giving Day로 지정하여 모금 활동을 벌인다. 우선 기부

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행사에 관련된 피켓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중앙현관, 복도, 계단 등에 전시하고

또한 기부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

교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기부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린다. Giving Day에는 중앙

에게 기부에 대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부에 대한 생

현관에 기부 모금함을 설치하고 팀을 정하여 피켓과 모금함을 들고 교내를 돌아

각의 폭을 넓여주고자 한다.

다니며 모금 활동을 한다. 매점과 자판기 근처에도 모금함을 설치하여 거스름돈
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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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② Tea Day 진행 및 판매 수익금 기부

학생들에게 홍보와 기부 활동을 통해,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연 2회, 유네스코 부원들이 직접 만든 차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기부한다. 체

들에게 이 기부 활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널리 알려주고 싶었다.

육 대회 때는 시원한 아이스티, 레몬에이드 등을,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코코아를

적극적인 2016 SH G3 Project 활동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

만들어 판매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가지고 오는 학생에게

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다문화

는 할인 혜택을 주고, 유네스코에서 직접 제작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판매하는

홍보 활동과 세계화 관련 활동을 통해 다름을 수용하고 다 함께 어울려 살

등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도 일깨워준다. 행사 진행 3일 전부터 홍보 활동을 실시

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고 당일에는 중앙현관에서 행사를 실시한다.

③ 에코 노트 제작 및 수익금 기부

송현 Eco-Eco Day

학교나 가정에서 나오는 이면지 2,000장 정도를 모아 유네스코 부원들이 직접

5월 11일 -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구를 살릴 수

노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한다.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병과 천가방에 ‘You are saving the

④ 천연 비누 및 고체 향수 제작 및 수익금 기부

Earth.’와 ‘You are one of treasures of this planet.’ 이란 문구를 새겨 넣고 나

천연 비누 및 고체 향수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한다. 화학 물

니 나도 왠지 환경운동 실천가가 된 듯 하였다. 또 장장 3시간에 걸쳐 친환경비

질이 많이 들어간 비누보다 천연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

누와 향수를 만들어서 조금 힘이 들긴 했지만, 벌써 올해의 유네스코 비누와 향

으며 환경 호르몬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고체 향수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수를 기다리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니 힘이 났다.

는 사실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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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2) Global SH
① 다문화 및 세계화 관련 영상 감상
다문화와 세계화에 관련된 영상을 감상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후 세계시민이 되
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② CCAP 수업 듣고 소감문 작성하기
CCAP 수업 후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인의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③ 문화 차이 전시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공유하는 것임을 알리고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찾아서 비교하는 전시물을 제작하여 8월 중 중앙현관에 전시한다.
④ 다문화 및 세계화 포스터 제작 및 전시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4~5월 중 중앙현관

송현 Green Market Day

에 전시한다.

5월 13일 - 송현유네스코에서 매년 체육대회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⑤ 공정 무역 관련 영상 시청

교육기부사업이다. 동아리 시간에 틈틈이 만들어 둔 천연비누와, 고체향수, 방향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거래하도

제, 에코백, 그리고 아이스티+에코물병 등 품목도 다양하다. 이날은 판매와 아프

록 하는 공정 무역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리카 교육 재건을 위한 기부를 홍보하는 날로 우리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무척

⑥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한 걸음, 다 함께 O/X Quiz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새벽부터 준비해서 친구들이 모두 하교한 다음 뒷마무리까

다문화, 세계화, 경제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우리 학교 근방의 학교 학생,

지 하고 나서 너무 지쳤었는데, 기부금을 보니 모든 피로가 확 풀어졌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O/X Quiz를 진행하면서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3) Generating SH
① 전통 시장 홍보 UCC 촬영 및 제작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전통 시장을 직접 체험해 보며 영어로 홍보 UCC를 제
작해보기로 한다.
② 2016 송현여고 유네스코 활동 영상 촬영 및 제작
한 해 동안 활동하는 2016 송현여고 유네스코 부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해 보기로 한다.
(4) 기타
① 교내 쓰레기 줍기 : 체육 대회, 축제 등 학교 행사 후 교내를 돌아다니며 쓰
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송현 Green Earth Days

② 신천사랑 물사랑 캠페인참가 : 대구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신천에 가서

6월 11일 - 신천 환경 정화활동 : 대구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신천의 수질을

수질오염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수질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신천 주변 정화

검사해 보고 신천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며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느꼈다.

활동을 한다.

9월 7일 - 야구장 환경 정화활동 : 대구의 자랑인 The Loins Park에 가서 야

③ 지역 고유문화 탐방 :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 고유문화를 탐방해 보고 보존

구장 주변의 정화활동하고 덤으로 이승엽 선수의 800호 홈런도 보았다.

의 필요성에 대해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은 유네스코인의 기본 중 기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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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만드는 에코노트는 특히 수학문제를 풀 때 유용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 올
해는 특별히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겉표지에 넣어보았다. 수
학문제도 풀고, 심심할 땐 색칠공부도 하고~ 무엇보다 판매 수익금으로 기부
도 할 수 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송현 Flea Market Day
11월 25일 - 현재 학생회와 함께 송현여고 축제 때 송현벼룩시장을 계획하고
있다. 기부받을 물건의 목록을 정하고, 가격을 측정하는 일부터 부스를 만들고
판매를 하는 일까지… 처음
으로 시도하는 행사라 아이

송현 Unesco Humanities Classes

디어를 짜는 회의를 하는 데

6월 15일~６월 29일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인문학교실을 통해 두

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벼

번의 인문학 강좌를 듣고 독후감을 쓰는 활동을 했다. ‘나도 문화기획자가 될

룩시장 수익금은 어떤 곳에

수 있다’와 ‘취미생활 찾기’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나에 대해서

서 어떻게 쓰여질지 상상하

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분
이 좋다.

지역 고유문화 탐방 Day -서문시장
7월 13일 -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아리 활동 반일제날~ 우리는 조별 테마를 만

송현 CCAP DAY

들어 서문시장 곳곳을 탐방하

3월 ~11월 - 유네스코학교의 또 다른 즐거운 체험~ 바로 문화교류를 통해

고 조별로 동영상을 촬영했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CCAP 프로그램! 우리 학

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못

교에서는 중앙아프리카, 앙골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브라

했던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질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우

사먹고 동영상도 만들면서 전

리 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께 두 반씩 수업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모든 선

통시장의 매력에 흠뻑 빠졌

생님께서 흔쾌히 허락해주

다. 다음엔 가족들과도 다시

신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한 번 가보고 싶다.

CCAP 수업을 들을 수 있었
다. 내년에도 꼭 다시 CCAP

송현 Fair Trading Day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

9월 7일 -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제정의에 관한 내용을 찾던 중 커피

겠다.

공정무역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
정무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가 직접 자신이 동영상을 찾아와서 보여주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우리는 그 동영상을 보고 난 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젠 우리도 착한 소비자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

송현 Recycling Day - Eco Note
10월 12일 - 1학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Green Market Day를 기다린다면, 2
학기에는 언제 에코노트를 판
매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에코
노트는 유네스코 기부활동의
인기품목 중 하나이다. 일 년
동안 각 교무실을 돌며 이면
지를 수거하고 그 종이를 모
392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판매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우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

처음에는 막연히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고 그래서 당연히 레인보우 프로젝

할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나고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서로에게 수고 인사를 하며

트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이야기해 본 결과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던 이유는 좋은 결과를 위한 우

실제로 실천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

리 모두의 희생과 많은 의견 공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리가 했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
하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양적으로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는 2016 유네스코 기부활동 Giving SH 캠페인을 실시했다. 높아진 다문화와

또 부장, 차장, 각 부서 팀장 등 간부들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의식은 낮은 것에 착안하여서

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같은 동아리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모두의 의견이 원활하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경제 정

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다. 부탁하고 싶은 점은 우리와 같은

의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들의

유네스코 동아리는 교내 학생들에게만 세계시민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

변화가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변화를 만들었다.

라, 지역민들을 중심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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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위원회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사람들을 만나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제작하고 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해주면 좋겠다는 점이다.

해야 할까요?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
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선 활동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
여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송현 체육 대회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동아리 내에서 자체 제작한 에코 보틀, 에
코백, 천연 비누, 천연 향수를 판매하였는데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에코
보틀에 시원한 음료를 담아 판매하였다. 고등학생도 작은 무언가를 하나 사는
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
고 싶었다. 준비부터 실행까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를 거쳤고, 모두의 의견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손가락이다.”
손가락은 각각 자신의 일을 맡아서 한다. 손가락처럼 청소년 세계시민도
세계의 각각 다른 청소년이 만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송현여자고등학교 곽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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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L

Start A Worthy Laughing to save our cultural relics
학교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3
지도교사
추성학 선생님, 이정연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민희, 유한나, 곽아연, 정현지, 조수빈, 남민정
홍지수, 유승희, 최지원, 이영광, 안윤서, 임수정
노원희, 조강림, 이다현, 권미남, 박소하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니다.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화성의 건축 원리, 역사적 이야기 및 가치 등을 함

있나요?

께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화성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와 가치를 높이고 싶다는 생

문화재 감상을 위한 방문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켜,

각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화성을 지역사회와 전국 각지에 알릴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우

계승해나가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계획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문화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세계와 함

그 결과로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이자

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소중한 문화자원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바라는 점입니다.

많은 만큼,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재들을 접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수원 시
민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전국의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긍정

•	사람들에게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적인 인식을 보다 쉽게 널리 퍼뜨릴 수 있고 이는 곧 전국 각 지역의 사람들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스로 가치를 인식할

이 생각하는 화성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국제교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 친구들에게 문화재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
행했고 작게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수 있도록 이끈다.
•	문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를 바라보고자 한다.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함께 문화재를 보존해나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나라 문화재들에 대해 체험학습 때 가는 지루한 곳이 아니라 친밀하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의 경
우, 창룡문에서 진행되는 멍 때리기 대회, 화성행궁열차, 달빛 산책, 수원화
성사이버탐방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이나 행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
394

화성 및 문화유산을 알리는 판넬 전시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UCC를 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가 그

화성과 수원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유산들에 대한 정보와, 그 문화재들

렇게 예쁜지 몰랐다,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어 많이 뿌듯했습

과 우리들 삶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를 나누어 조별로

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UCC를 접하고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문화재를 하나씩 맡아 판넬을 제작하고 학교 복도 및 화성 행사장에 전시해놓았

좋겠습니다.

습니다. 단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우리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화성 소개 및 한국 고유 문화 체험 활동 진행

들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하니 보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국제교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성을 소개하는 PPT를

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제작하여 화성의 의미, 제작 원리, 역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 주변 먹거

같았습니다. 판넬을 제작 및 전시하

리들, 예능 및 드라마에 언급된 내용을을 중점으로 화성 소개 활동을 진행했습

는 활동을 통해 우리도 문화유산에

니다. 뿐만 아니라 윷놀이, 연 만들기, 한류 문화, 제기차기, 딱지접기 등 한국의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기존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제교류 학생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 반성하게 되

들이 ‘재미있다, 한국 문화가 신기하고 아름답다,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

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판

져 참 의미 있었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어 우리의 문화를 알렸다는 점에 뿌듯하

넬로 문화유산을 한 번이라도 쳐다

고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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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보고 알아주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실태조사
현재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해외에서 문화 보존을 위
해 노력하는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 학교 친구들
및 부모님께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상식 및
관심은 부족하지만 문화재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
습니다. 우리가 문화보존을 위한 방
안들을 제시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과 같아 기뻐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UCC 제작
조원들 중 일부가 화성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해봤을 문화관광지를 직접 방문
하고 사진 및 영상을 찍어 UCC를 제작했습니다. 각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노
래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 노력했으며 문화유산에 대해 우리들이 지니고

395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정보를 쉽게, 많이 전달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처에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많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러
한 문화재 및 역사 유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그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주변의 문화재들에 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해 잘 이해하고, 그것들의 소중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람들의 문화 관련 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해 무

레인보우 활동을 통해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많은 관심을

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문화유산 보존 가치 및 의미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

가지지 않았던 문화재들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문화재에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유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서 우리만의 정체성 및

대한 흥미가 생겨 그것들을 지켜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

문화를 확립하고 공동체의 단결을 이끌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들을 얻을 수

각들을 주위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더 큰 기쁨과 뿌듯함, 소중

있었습니다. 또한 판넬 및 UCC를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해 알리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는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저
희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거나, 문화유산을 직접 보러 가보고 싶다거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함께 활동을 하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의 활동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아니더라도 몇몇 사람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어 많이 기뻤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가 우리들의 문화유산

습니다. 저희가 먼저 문화재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지 그 진심이

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일 년간 진행한 활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들로 하여금 모두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거나,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단체활동을 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했을 것이라고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화성을 비롯한 지역문화를 알리고, 중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요함과 가치에 대해 알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화유산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저희

현재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보존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

주변 사람들이 지역문화유산에 조금이나마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

습니다.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련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

합니다. 그렇기에, 주위의 문화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한

정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이라도 안내판을 읽어보고 그 문화재가 현재 우리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화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비난의 눈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리고 있는 문화유산과 그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우리들의 문화재를 단순히 알릴 것이 아니

해야 할까요?

라, 그 문화유산과 현재 우리들과의 연관성을 설명함으로써 보다 친밀함을 느

화성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판넬을 제작하여 학교 및 화성 관련 행

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에 전시해놓음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
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관련 인식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작성하여 교내 학생들 및 부모님의 의견을 받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화유
산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하
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유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UCC를 제작하여 우리 주변에서 한
번 쯤 들어봤을 법하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알게 되었지만 적극적인 쌍방향의 소통은 어
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는지,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SNS 페이지를 개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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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고등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더 가까워지기
학교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지도교사
김정현 선생님, 김은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정은아, 전주영, 이다경, 장예원, 김민정, 김서연, 박민정
조가은, 김신영, 조송희, 김정아, 박소연, 성지우, 이지원
최수아, 신은수, 최다영, 강지민, 김은하, 박지원, 표예지
강미르, 구지연, 김윤지, 이성연, 이세빈, 이재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특히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사회에 적극적

있나요?

으로 협조하며,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내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작게 보면 내가 속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학교,

제공해줌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좀 더 가
까워지고, 인권, 세계평화, 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 다문화와 세계화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 일회용 컵 및 휴지 사용 줄이기 및 물 절약 캠페인 실시

자 하였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작은 변화 및 도움을 주고 싶었다.

•	각 교실 및 교무실에서 버려지는 이면지 수거하여 이면지 노트 제작
•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수업 및 다문화 연극 수업 추진

무엇보다 학생 및 교직원 모두 자원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내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었다. 특히 일회용컵 및 휴지, 종이, 물 등의 자원을 무분별하
게 사용하는 습관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더 많은 학생들이 다문
화 사회 및 세계화 시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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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자원 절약 캠페인
유네스코 동아리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일회용 컵 사용 및 휴지 낭비를 줄이고
물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환경캠페인을 학년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참신하
고 눈에 띄는 문구와 디자인을 활용한
캠페인 사진을 제작하여 교내 곳곳에 비
치되어 있는 정수기, 식수대, 휴지 걸이
등에 부착하였고, 그 결과 학생 및 교
직원 사이에서 자원절약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실천학급 및
교사에게 유네스코 학생들이 직접 제작

네스코 동아리, 뮤지컬 동아리, 시사문화비평 동아리, 영자신문 동아리, 교지편

한 이면지노트 등을 부상으로 제공하는

집 동아리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수업 및 다문화 감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수성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네팔인 강사님(구릉마야), 일본인 강사님(수미야
유까리)을 모시고 각각 네팔 문화와 일본 문화의 이해를 돕는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하였다. 네팔 문화 시간에는 기부팔찌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멘토링 및 환경미화 봉사

일본 문화 시간에는 기모노를 직접 입어보는 체험을 하였다. 한편 다문화 감수

유네스코 동아리 내의 다문화 팀은 지난 4월부터 수원엠마우스 공부방 우리드

성 이해 수업 시간에는 현직 연극 강사님들을 모시고, 간단한 상황극 또는 인터

림센터에서 다문화멘토링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드림센터에는 초등학생

뷰 구성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월 4

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받는 곳으로, 본교

일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다문화 교육 센터의 강사님(손영희)을 모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 후에 2시간씩 꾸준히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

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5월 20일에는 동아리 내 다문화 팀 전체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좀 더 쾌적

경기도박물관 체험 교육

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 환경을 정리하고 꾸며주는 봉사활동을

6월 3일, 유네스코 동아리는 역사동아리 ‘발자취’ 학생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다녀오기도 하였다.

경기도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강연 위주로 진행되는 수동적 교육방법에서 벗어
나 박물관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즉석카메라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박물관을 관
람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나만의 창의적인 도록을 만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진을 찍은 의
도와 내용을 함께 기록하며 나만의 도록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다문화 감수성 이해 교육
본교는 전교생 및 유네스
코 관련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
육과 관련한 다양한 수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7월 15일에 실
시된 동아리 전일제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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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	자원절약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나부터 종이나 휴지, 물 등을 아껴써야 한다

해야 할까요?

는 의식과 습관이 생긴 것 같다.

무엇보다 수원엠마우스 공부방, 우리드림센터에와 연계하여 다문화학생들에 대

•	다문화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문화 친구들에게 단순한 학습에 대한 도움뿐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 가장 뜻깊었다. 유네스코 담당 선

만 아니라 학교 생활 등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꼈다.

생님께서 수원 지역 내 모든 다문화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멘토링을 진행할 수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문화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있는 기관을 수소문하여 담당자 분과 약 한 달 동안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 등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을 협의한 결과 1년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	경기도 박물관에서 각자 관심 있는 유물들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 나만의

수일고만의 다문화 멘토링수업을 기획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에

도록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참신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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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	세계의 다양한 국제 이슈들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을 통해 국제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아울러 세계시민의식을 향상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시킬 수 있었다.
•	우리의 작은 노력과 실천이 어떻게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많
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만족스러운 기획이었다. 물론 처음에 기관을 섭외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일단 안착이 되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니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어 학생들이 보다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	다문화학생 공부방인 우리드림센터에서 공부방의 다양한 학습자료들과 도구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마음과 의지, 그리

들을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하고, 공부방의 벽에 붙여질 멋진 글귀도 캘리그

고 열정이 상대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래피로 완성하는 등 다문화학생들이 앞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였다.
•	학생들이 교실에 일회용컵을 비치해서 매일 사용하고, 복도와 화장실에 걸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있는 휴지를 무분별하게 쓰고,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는 등 자원을 낭비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는 모습이 안타까워 자원절약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휴지를 가지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아리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 속

고 장난치는 학생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선생님들께서도 화장

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본교에서도 교육과

실에서 손 타올 티슈를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여러 장 뽑아 쓰시다가 우리가

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환경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지만,

붙여놓은 캠페인 사진을 보고 필요한 만큼 한 장씩만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

여전히 모든 교사와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어려운 과제이다. 앞으

을 해주셔서 너무 뿌듯했다.

로 유네스코학교의 관리자분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연수 프로그
램이 정기적으로 생겼으면 좋겠고, 같은 지역의 유네스코학교끼리 공동으로 진
행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탐 험이다.”
우리가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서로 서로 협동해가며 뿌듯한 결과를 얻어가기 때문이다.
수일고등학교 장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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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W.O.W (Wonder of Willingness)
학교주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지도교사
문미라 선생님

학생구성원
서연우 윤지혜 국 희 박다현 원다혜 이승연 김현지 서명진 이금정
최서은 한희경 김민경 김채리 박연수 오승민 주지현 구윤정 김수현
박수경 성지은 이수영 황혜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숙명여고 유네스코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문구를 동아리의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너무 학업에만 치중하여 지역사회, 혹은 세계의 문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주체인 우리, 유네스

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유네스코의

코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야 물감이 번지듯 주변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부원으로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기꺼이 가지고 교내 학생들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 지역 주민들까지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다양한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

‘Willingness’,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숙명여고 유네스코에게는 그 무엇보

이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도 부원 개개인의 진실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하는 것이 아니라 부원들이 먼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실천약

현재 한국의 학생들은 학업을 핑계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속으로 했습니다.

을 바탕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때문에 그저 행동을

따라서 학생들이 최근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알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양상, 한일 위안부 협상, IS, 조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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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게시물 캠페인 진행

인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줄 리본 만들기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저희 동아리는 화장실 게시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

동아리 시간 외에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틈틈이 이용하며 캠페인에 참여

니다. 원래 게시물은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게시판

한 친구들에게 나눠줄 리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그저 1회성의 교내

에 붙어있는 것을 읽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친구들의 가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줄 하

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각해낸 방안이 화장실에 글을 게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상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리본이었습니다.

한국 다문화 가족의 양상, 결로 현상, 미세먼지 대비 어플리케이션 소개, 위안부

핑크색 리본은 여성 인권(유

협상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캠페인이

방암)을, 파란색 리본은 아

었다고 생각합니다.

동 인권을 상징합니다. (여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학생들의 취향을 신중히 고
려하여 예쁜 색을 골랐습니
다!)

피켓과 리본으로 캠페인 진행
6월 9일, 그 전 동아리 시간부터 열심히 작업해 온 피켓과 리본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급식실 출구 앞. 3학년 선배들이 점심을
먹고 1~2명씩 모습을 보일 때부터 유네스코 부원들은 열정적으로 홍보(?)하
기 시작합니다. ‘이것 한 번 들어보세요! 사탕과 예쁜 리본을 드려요!’ 세계에서
K-wave를 일으키고 있는 한류를 대표하는 드라마, 노래 등 퀴즈를 맞추고, 동
성애자 결혼 합법 찬반 여부에 대한 투표도 하고. 요즘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Wonder of Willingness

있는 IS에 대한 역사도 배워보고, 조혼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여자아이들의 마

프로젝트명이 ‘Wonder of Willingness’인만큼, 저희 동아리는 부원들이 먼저 세

음을 이해해보고! 많은 친구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고, 또 알아가는 즐거움을

상의 일에 대하여 깊이 인식한 후에 친구들과 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본! 앞에서의 피켓 내용을 숙지하고

를 3개로 나누어 각각 인권, 문화, 평화의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온 학생들에게는 리본을 나눠주었는데요, 그냥 줄 수는 없죠. ‘나는 여성의 인권

따라서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 부원들이 우선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을 존중합니다.’ 혹은 ‘나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둘 중 하나의 문구로 선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피켓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를 한 후, 친구들은 내용

화장실 게시물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개개인으로 활

에 맞는 색의 리본을 가져갈

동했던 이전과 달리 4명의 구성원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며 정보를 짜임새 있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에 참

게 구성하여 더욱 알차고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
상 깊은 경험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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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산책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유네스코
를 맞이해주어 복지원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찾
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동아리가 치유
된 것 같아서…….

지역의 고유문화 탐방
여름방학이 끝나기 D-1, ‘한 번 제대로 놀아야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에 지역
고유문화 탐방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사랑채와 북촌. 아침에
는 청와대 사랑채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는 이동하여 북촌에서 시간을 보냈습
니다. 저녁은 통인시장의 엽전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엽전으로 음식을 사먹
이 캠페인을 진행하기까지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긴장했지만,

으니, 조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묘하고 즐거웠습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모두 신나게 활동하였습니다. 화기
애애하고 명랑한 분위기와 자신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알리겠다고

스티커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다짐한 부원들의 마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굉장히 성공적이고, 인상

교내 캠페인에 이어 계획한 것이 ‘스티커’였습니다. 4월에 진행하였던 캠페인에

적인 캠페인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원들이 점심을 먹지 않아 배가 고

서 추후에 스티커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미

픔에도 불구하고, 몸이 마음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 전혀 불편한 기

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도안을 부탁해 제작하였고, 숙명여고 축제인 ‘은향

색 없이 모두 환한 얼굴로 각자의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willingness

제’에서 판매하였습니다. 학

의 중요함을 느끼는 소중한 기억이 생긴 것 같아 모두들 무척이나 기뻐했던, 아

생들이 4월의 여성 인권,

주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아동인권 캠페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대체적

수요집회 참가

으로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8월 3일, 위안부 수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게시물 캠페인에서 이미 위안부에

구성했습니다. 다행히 친구

대한 주제를 다뤄본 적이 있어서 더욱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뙤약

들의 반응이 좋았고, 성공

볕에서도 아스팔트 위 자리를 지키며 수요 집회를 뜻 깊게 만들어 주는 수많은

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들의 진심어린 문구가 담긴 피켓과 응원 메시지는 ‘우리가 참으로 우물 안

수 있었습니다.

의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었고, 남은 여름방학과 2학기를 열정적으
로 활동하게 해주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복지원 봉사활동
8월 15일, 다니엘 복지원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아리 20명과 복지원의
15명의 친구들은 함께 케이크 모양의 석고 자석을 만들고, 밖에 나가 농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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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미혼모에 관한 의견을 소통하게 되었습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다. 또한 수요일 위안부 집회에도 참여하여 위안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지닌

프로젝트를 통해 나 자신의 작은 행동도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

다른 지역사회의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스스로 너무 학업에만 치중하여 지역사회와 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

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내가 좀 더 세상의 문화와 소통하는 사람이

는 캠페인을 많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시대인 요즈음 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유네스코의 부원으로서 책임감을

스북이나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

가지고 교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까지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다양한 주제들

을 것 같습니다.

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아무래도 20명이 넘는 인원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다 보니, 부원들 간의 가치

주변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란 개념을 알지만 관심은

관의 차이, 마찰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활동에 제대로 참

없었던 친구들이 분홍색, 하늘색 리본을 달고 다니며 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

여하지 않는 부원들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부원들 간의 대

작하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동아리라는 굴레 하에 다들 자

화와 꾸준한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예
를 들어 아빠께서 신호를 위반하려고 하실 때 내가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

하는 부원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접고는 합니다. 이렇게 나로 인한 작은 변화가,

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회에 전해지면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믿습니다.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체에서 레인보
우 프로젝트를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예를 들어 연합활동이라든지 캠페인 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동) 주체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변화가 세상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로고에 걸맞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행동이 세상

해야 할까요?

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국의 다양한 학교들과 함께 소통
하고 미혼모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양 면성이다.”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숙명여자고등학교 김수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다.”
청소년 때부터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 미래에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고,
그런 성인들을 보며 청소년들은 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김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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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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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40(용당동)
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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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진행해왔습니다. ‘무지개 빛깔 우산

있나요?

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는 다양한 관련 세부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사실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중 하나인 환경보전에 대해 학생, 교직원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학교에서 많이 진

의 인식 제고를 기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그 인식의 변화를 확산시키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되 학교와 지역의 특성

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고안이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
만 순천팔마고등학교가 유네스코학교로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환경보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관련 프로그램 중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들을 선정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가

• 미래세대가 프로젝트 운영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미래를 준비한다.

미한 보완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실정을 고스란

•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는 서로 공유한다.

히 반영한 일곱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

• 프로젝트의 실천 계획은 최대한 합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세운다.

경을 품다!’ 프로젝트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	프로젝트의 홍보는 팔마 유네스코 동아리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프로젝트 중 ‘봉화산 둘레길 생태 알림 푯말’ 붙이기 활동은 팔마 봉화산 둘레

침등교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순천팔마고등학교의 위치해 있는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전국적으
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순천팔마고등학
교도 2015년 유네스코학교로 선정된 이후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환경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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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그린 서포터즈 동아리와 협조하여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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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활동명 : 봉화산 둘레길 수목 표찰 달기
‘봉화산 둘레길 수목 표찰 달기’는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
트의 세부 프로그램들 중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실시한 활동입니다. 순천팔마
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봉화산 둘레길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식물 도감을 활용
해서 식생 분포를 조사한 뒤 둘레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소개
해 줄 수 있는 수목의 표찰을 제작하여 심었습니다.
순천시가 관리하는 봉화산 둘레길에 수목의 표찰을 심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활
동을 진행하기 전에 순천시와의 사전협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
님들께 도움을 요청해 순천시에 수목 표찰을 달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공문을
보냈고 순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수차례 봉화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조사한 20여 종의 수목

‘남부학술림 숲 체험 프로그램’은 초록빛이 가득한 치유의 체험이었고 많은 친

에 표찰을 만들고, 다시 봉화산을 직접 등반하면서 수목 표찰을 심었습니다. 표

구들과 후배들에게 꼭 한 번 추천해 주고 싶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찰을 심는 과정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함께 가지고 간 식물도감을 보면서 표찰을 심기 전에 확인 작업을 진

활동명 : 순천만습지 생태교란식물 제거

행하였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생태수도’라는 도시 브랜드를 가진 친환경적인 도시로 전국

‘봉화산 둘레길 수목 표찰 달기’ 활동은 ‘팔마 유네스코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

적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순천시

생들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의 방안을 연구하는 자율동아리인 ‘팔마 봉화산 둘

의 자랑인 순천만습지에 서식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식물을 제거할 필요

레길 그린 서포터즈’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고 각 동아리의 담당선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님 두 분께서 활동에 동행해주셨습니다.

순천시와 연계하여 팔마 유네스코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순천만습지를

점차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봉화산 둘레길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표찰

찾아가서 수초를 제거하고 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을 심으면서 향후 이 활동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 조사하지 못한 수목과 동물의

2016년 6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활용하여 생태교란식물을

표찰까지도 제작하여 심고 싶다는 또 다른 소중한 목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거했기 때문에 유난히 무더운 올해 여름 날씨로 인해 고생은 많이 했지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활동명 : 남부학술림 숲 체험 프로그램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8월 31일에
진행된 ‘남부학술림 숲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숲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
는 기회를 주기 위해 순천팔마고등학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양에 있는 ‘서
울대학교 남부학술림’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활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에서 벗어나 숲을 느끼며 나무들이 만들어 내는 특유
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소한 나무 집짓기 활동에 참여해 친구
들과 함께 집을 완성해 봄으로써 순천팔마고등학교라는 공통분모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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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세계화 시대가 요

해야 할까요?

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비록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실천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봉화산 둘레길

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목 표찰 달기’, ‘남부학술림 숲 체험 프로그램’, ‘순천만습지 생태교란식물 제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활동 계획을 협조가 필요

거’ 등의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I(나)’를 중심에

한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이 한 가지씩 진행될 때마다 지역

놓고 바라보았던 세상을 ‘We(우리)’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프

의 신문사에 보도 자료를 작성해 보냄으로써 저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로젝트가 끝났지만,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소중한 삶의 보금

였습니다. 또한 ‘순천만습지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은 지역의 대학교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고마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연계해서 진행함으로써 대학생들과 환경보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을

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봉착했던 다양한 난관을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훗날 세계시민으로서
혹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있었고, 우리들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면 처음에 저희가 ‘무지
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어려움에 부딪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저희를 힘들게 한 것은 바쁘게 돌아가

처음 저희가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을 때

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여유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간을 확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주위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체계

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천하고자

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께서는 격려를 해주셨고 저희가 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기특하게 바라봐 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

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택에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본 가족들은 저희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면서 프로젝트를 진척시켜 나가는 저희를 응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의 성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패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으로 펼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지역 자치 단체 기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을 품다!’ 프로젝트와 유사한 혹은 더 진일보한 프

관에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봉화산 둘

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관심이라고 생각

레길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들을 조사해 수목 표찰을 제작해서 심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보이는 소극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행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가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지속성을 가지고 실

어렵다는 답신을 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꾸준히 유네스코 활동을 펼쳐

천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쉽게 퇴색합니다. 따라서 ‘무지개 빛깔 우산으로 환경

온 저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청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

을 품다!’ 프로젝트의 아쉬운 점을 보완한 프로젝트가 내년도 저희들이, 그리고

해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후배들이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를 위한 문구점이다.”
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순천팔마고등학교 권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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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다

-지역을 담은 양평 스토리맵 팸플릿 제작 및 세계시민 캠페인
학교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관문 2길
지도교사
이수정 선생님, 문창배 선생님

학생구성원
민동준, 김주현, 박희진, 김민정, 김태연, 김서연, 이시은, 김의직
김다훈, 안지은, 서원진, 박정주, 김예은, 이학승, 임진전, 문희동
윤도정, 차연송, 조소희, 김정은, 김해림, 백소정, 서채민, 이애경
정나윤, 이학준, 김경민, 김채연, 변수빈, 윤지수, 신원일, 장선민
권기현, 김민하, 윤세혁, 이민우, 장태선, 정민섭, 홍재인, 김민서
박아현, 박정원, 안준원, 양우혁, 임은정, 아지은, 김유리, 권지해
김가형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2016년도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의

있나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나’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이해로, 지역에 대한 이

저희는 2014년도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지구적이다’라는 유네스코 활

해는 세계에 대한 이해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한다. 전체 학생들이 교내외 캠페인

동 표어를 중점에 두고 저희가 살고 있는 ‘양평’에 주목하였다. 내가 발 디디

활동 및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전 지구적인 문제를 느끼고, 함께 할 일들을 찾아

고 살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제대로 만나는 기회를 가지자는 목표로 ‘양평

가며 세계시민으로서의 바탕을 쌓으리라 생각한다. 인문 관련 동아리가 모여 만든

사랑 Story Map’을 제작하였다. 저희는 양평을 관광지로만 인식하는 외부의

유니온 동아리인 WITH(World in Truth Heart)를 통해 지역 주민과 화합의 장을 마

시선과 함께 양평의 지역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발이 안된 시골이라

련해 ‘가장 지역적인 것이 지구적이다’를 실천하였다.

싫어하는 많은 지역민의 정서를 조금이나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양평의 관
광지가 아닌 역사 유적지의 의미를 찾아갔다. 또한 시골장터나 잘 알려지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않은 문화 체험 공간(작은 미술관, 선비촌)의 의미를 찾고, 양평의 사람 사는

우리 학교 학생을 비롯한 양평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인 양평을 존중하

이야기를 담아 11개의 이야기가 담긴 ‘양평 사랑 Story Map’을 완성하였다.

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양평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속해있지만 친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팸플릿형식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뿐

환경 지역으로 공장이나 큰 기업체가 없이 농업, 소규모 자영업을 기반으로 한 관

만 아니라 외부사람들과도 소통하고자 한다. 향후 ‘양평 사랑 story map’을

광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보

팸플릿(영문판, 일본어판, 중국어판)으로 제작하여 학교 구성원과 더불어 지

기 드문 ‘군’ 지역이며, 다른 도시 지역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인

역주민과 외국인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식되고 있다. 게다가 양평 지역 학생과 주민들 중 일부는 양평에 대한 자부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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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 대한 부러움이 더 크기도 하다. 자신이 사는 곳에

1. ‘양일’ 지역을 담다 : 나에서 우리로, 지역을 이해하는 활동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다른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양평 사랑 Story Map’ 제작 - 지역 이야기 담아내기

이 들었다.

2년 여의 양평 사랑 스토리 맵의 자료 조사기간에 축적된 양평 이야기를 바탕

그래서 아이들과 지역을 알고, 세계를 이해하며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우리가

으로 팸플릿을 제작하였다.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는 양평 스

되기 위한 첫발로 양평의 고유문화,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 양평만이 가진 긍

토리맵 팸플릿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양평을

정적인 특징 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평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을 이끌어내고, 이는 국가와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유네스코연합동아리(WITH) - 교육기부
5월부터 8월까지 유네스코연합동아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 나눔 활동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을 양평시장 내의 쉼터에서 실시하였다. 5월에는 효도 꽃 접기, 영어단어를 몸

• 양평 지역 문화유산과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찾아 홍보하기

으로 표현해 보기를 주제로 활동했다. 6월에는 무궁화 그리기, 손도장으로 우

• 양평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 실시 및 관련 자료 수집하기

리나라 그리기, 우리나라 퍼즐 맞추기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8월에는 부채 만

•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양평 이야기 지도 팸플릿’ 만들기

들기,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

• 양평 지역 유산을 정리한 ‘양평 이야기 지도’ 만들기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활동을 통해 나눔의 미덕을 배우고, 진로에 대해서

• 점심시간 소등, 에어컨 적정 온도 유지 실천하기

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다문화 가정 방문 및 함께하기 캠페인 실시하기
• 공허한 말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 나와 내 주위를 돌아보기

유네스코연합동아리(WITH) - 교내 캠페인
교내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유네스코의 가치와 여러 이슈에 대한 생각
을 공유하고 이를 널리 알리며,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급
식 인식 조사 캠페인(5.18), 6.10만세운동 캠페인(6.10), 동해를 지켜라(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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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화재 알리기 캠페인(10.19)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학

9월 2일,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

생들과 함께 생각하며 모두가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기 위해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출신의 일일 강사들의 강연을 통해 기후, 풍습, 의

인문학 탐구 통해 참된 유네스코인 되기 - ‘유네스코 인문학 아카데미’

복, 식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여러 문화에 대한 관

생각의 향연

심이 높아졌으며, 간접적인 다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

3월부터 10월까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 인

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문학 아카데미 생각의 향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문학 관련 여러 가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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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영화제(5.27), 국권침탈일 알리기(8.29), 다문화 인식 캠페인(8.3~31), 해외

를 대상으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토론 후,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책에
대해 궁금한 점과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8월에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팀별 프로젝트(소논문작성)를 실시해 인문학 탐구에서 실천으로 이어지
는 활동을 펼쳤다.

유네스코 이념을 학교에서 체험하기 - 유네스코 체험 골든벨
9월 23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유네스코 학교 체험 행사가 열렸
다. 8개 교내 유네스코 동아리가 부스를 담당하여 지역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
산, 경제정의, 다문화, 환경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국제기구를 찾아라/너 때문에 경제정의와 인권을 알아버

2. ‘양일’ 지역과 함께하다: 우리에서 세계로, 세계 시민 소양 쌓기
사회 이슈를 탐구하다 - 양일포럼

렸으니 책임져/역사는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알바에 가면’ 등을 주제로 유네스
코의 가치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6월 3일, 학생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사회의 문제
를 직접 탐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양일포럼이 있었다. 이번
양일포럼에서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한다(찬반토론)/개개인의 행복구권을
위해 동성애는 존중받아야 한다/의료 민영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등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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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네스코학교라는 이름으로 지난 1년간 많은 교내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

해야 할까요?

한 활동으로 우리들은 나만이 아닌 우리를,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

양평 스토리 맵을 통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사람

날 수 있었다. ‘나’만 변화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내

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팸플릿을 통해 지역

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캠페인을 한다면 남들이 비웃고 무시하며 지나가지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타 지역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싶다.

않을까’라는 의문과 의심은 하루하루 활동을 할수록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이

그리고 교육기부와 캠페인 활동을 향후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연계해 같이

유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속에 유네스코
의 가치가 쌓이게 되었고 캠페인을 할 때에도 단순히 처음에 피켓만 들고 있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것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조금이라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도 더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캠페인 초반에는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속상했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학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1년간 유네스코 활동을 한 모두가 세계시민이 되기

생들이 생각한 것은 결국 인식의 차이였다. ‘내가 전달하면 다른 학생들은 무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이 결국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이
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캠페인활동을 잠시 접고 다른 학생들을 이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 시작했다. 전달에 초점을 맞춰 간단한 구호를 외친다거나, 사전에 교육하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는 시간을 가지거나, 율동을 보여준다거나, 직접 체험을 해보게 한다거나 하는

교육기부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웠

식으로 정적인 캠페인을 동적인 활동을 바꾸어보았다. 그 결과 무관심하던 아

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체성과 다른 세계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이들이 하나둘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남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또한, 유네스코학교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친구들 역시, 다양한 활동과 각

서는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달은 계기가 되

종 행사를 통해서 유네스코학교를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

지 않았나 싶다.

라도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미처 신경 쓰
지 못하였던 환경, 인권, 평화, 국제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특히 우리가 제작한 지역 사회 이야기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 그저 ‘내가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사는 곳’이라 여겼던 우리 지역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나 스스로가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유네스코 학교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홍보자료나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까지 쌓을 수 있어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전교생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네스코
활동들이 부족해서 아직도 세계시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유네스코 활동
에 대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
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뮤지컬이다.”
하나의 뮤지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해져야하는 것처럼
세계시민을 향한 발걸음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일고등학교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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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여자고등학교

지(G)구 다문화의 시(C)작은
우리의 아(I)이디어로부터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41번길 9
지도교사
이은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서정, 강인지, 김소연, 이민선, 이지예, 이혜림
이영은, 한빛나라, 김솔휘, 김민지, 강승민, 심현진
한수빈, 김규리, 김송희, 최수정, 황유선, 이시현
임하은, 이경원, 이채연, 정윤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동아리 의미(세계시민선도단)에 맞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외국인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이다. 연수여자고등학교 근처에는 남동공단이라는 대규모 공업단지
가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초의 다문화 공립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	먼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파한다.

학교인 한누리학교가 있다. 차이나타운도 다수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으

• 다른 사람의 인권을 나의 인권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

로 유명하다. 이처럼 인천에서는 외국인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 위의 활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재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
자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또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
른 문화를 존중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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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서울국제도서전 단체 관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활동이 인상에

GCI 동아리에서 제22회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동 코엑스 A홀

남았으면 좋겠다.

로 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도서전이자 책 문화 예술 축제이다. ‘책
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에 알맞게 다양한 책을 전시한 도

G.C.I. 차이나타운 견학활동

서전을 관람함으로써 책을 통해 지식이 창출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여름방학 중 동아리에서 다

있었으며, ‘국제관’에서는 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더욱 잘 이해

른 문화(중국)에 대해 체험해

할 수 있어 책과 함께 하는 값진 하루를 경험했다.

보기 위해서 인천의 차이나
타운에 다녀왔다. 중국문화
원이나 개항 박물관 등에 다
녀왔는데 실제 중국을 가보
지는 못했지만 진짜 중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들
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
떻게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
는지 알 수 있었다. 더운 여
름이었지만 다문화시대에 어
울리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English TALK! TALK!, ‘2016 World Issues’

지역아동센터 교육봉사활동

6월 8일, GCI 동아리 내에서 세계 이슈나 쟁점들을 발표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아리에서 지역아동센터로 교육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세

갖기 위하여 각각 1, 2학년 동아리 부원들끼리 팀을 구성하여 ppt와 같은 시각

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도움

적 자료를 제작하였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며 바이러스

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

가 발생함에 따라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에 대한 예방법은 무엇인지

리나라 우리 인근 지역에서

영어로 설명함으로써 지카 바이러스의 심각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배움을 전하고 도움을

가지게 되었고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계 이슈들에 대한 발표를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듣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생각했고 우리 동아리 이념
의 취지에 맞는 보람찬 활동

G.C.I.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을 한 것 같다.

방학기간 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아동의 인권에 관한 내용이나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 등을 부분 별로 나누어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활동 홍보 피켓 제작
캠페인 활동을 위하여 다 같이 보여 홍보 피켓을 제작하였는데 주제가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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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다문화 등으로 다양했다.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는데 직접 만드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니 더욱 뿌듯했고 보는 사람마다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간이 되었다.

1년이란 시간동안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인권 주제 영화 감상과 리뷰 작성

이 관심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고 다시 나를 되돌아 볼 수 계기가 된 것

적으로 인권, 다문화 등의 문제들을 눈여겨보게 된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하다.

동아리 부원들과 1960년대 흑인 차별 중 흑인 가정부의 고초와 그에 대한 극복

같다.

을 그린 영화 ‘헬프’를 감상
했다. 미국이 인종차별이라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아픈 역사를 딛고 발전할 수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차이나타운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중국문화 체험이나 박물관 등

나라도 이를 본받아 모두를

문화 체험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고 또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세계

똑같이 대한다면 보다 선진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러한 문제들에 좀 더 귀

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활동들을 하

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인

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해결될 문제가 생각했던 것

종 화합을 지향하고 지난 아

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작은 관심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

픈 역사를 되새기며 반성해

소한 것에서 큰 것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사소한 관심 속에서 시작한 일들이

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쌓이고 모이다보면 언젠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만큼의 효력을 가지지 않을까

였다.

생각한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교내 다문화 체험축제(Mosaic Culture Festival) 참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내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체험 축제에 참가하였다. 우리 동아리는 이탈리아

해야 할까요?

음식을 맡아서 ‘고구마 프리타타’라는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다른 나라 음식임에

우리 동아리에서는 아동인권 보호, 세계 환경보호, 다문화 인권보호 등에 관한

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

피켓을 직접 만들어 캠페인 활동을 위해 차이나타운에 갔다. 그 지역에 있는 여

었다. 다양한 나라의 놀이 및 음식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러 시민들에게 저희가 만든 피켓의 내용을 소개해주며 소통했다. 또한 아동복
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하는 동시에 인권에 대한 다양한 책을 소개
해주었다.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배경지식을 설명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동아리 행사나 축제 때 저희 동아리는 유네스코 레
인보우 프로젝트의 이념과 취지에 맞춰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방법은 많다. 하지만 학생으
로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
에 답변을 하는 사람에게 설문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더구나
시민들의 현재 생각을 반영하기도 하니 소통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설
문지를 나눠주며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인터
넷 상으로 전자투표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글을 쓰고 친구들
에게 공유를 부탁하면 이 프로젝트에 관한 글은 삽시간에 널리 퍼질 것이다. 여
기에 이벤트 같은 활동을 추가하면 서로서로 소통까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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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위와 같은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캠페인을 하면 몸이 힘들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많은 부분을 바꿔놓지는 못하지만 우리 힘으

만, 이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소통의 방법이고 자신 또한 다시 한 번 프로젝트

로 진정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갔다는 것이 의미있었다. 극복방

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차

안은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

이나타운을 방문하여 캠페인 활동을 해 본 저희 동아리로서는 자신 있게 말할

지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고 항상 세계시민에 대해 올바른

수 있다.

인식을 갖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인식의 변화를

위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보람된 결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과와 과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사실 예상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변수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점

발표를 통해 타학교 학생들 간 다양한 프로젝트의 공유가 이루어진 것은 좋았

이 굉장히 많았다. 지하철 역에서 캠페인 활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크게 반응

지만, 타학교들 중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모두 함께 하는 대규모

이 없었고 우리가 하려는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무안하기도 하고 안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학

타까운 심정이 들었다. 정성들여 만든 캠페인 피켓과 이 프로젝트가 무용지물

생들에게도 프로젝트의 취지와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돌아다니며 피켓 활동을 했지만 생각보다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로의 파급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진 않았다. 또 우리 학교 내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쉬움이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하려고 했을 때 지역사회까지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 막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노력해나

막하기도 했었다.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

가기를 바라며 학생들 또한 지역사회의 개선점과 더불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

고 대다수가 청소년 세계시민이라는 개념도 없어 안타까웠다. 그래도 직접 수

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행하며 보람찼던 일은 한 명이라도 인식을 변화시키고 세계시민에 대해 깨닫게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흰 종이이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연수여자고등학교 정윤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스펀지이다.”
세계시민으로서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연수여자고등학교 이경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뉴스에서 세계에 대한 소식을 접해도 남들보다 더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 관심을 갖고 세상을 보게해주는 안경같은 존재이다.
연수여자고등학교 심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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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등학교

도담도담 나라찬 (아무 탈 없이 참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학교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3로 95
지도교사
천상준 선생님, 배자영 선생님, 김용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민지, 최소영, 김승연, 경민정, 김동화, 강이진
김지영, 박소현, 서연지, 신혜빈, 장광희, 오승희
유지은, 이예진, 이채유, 장승희, 정승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오송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문화적 민감성 결핍은 다양한 캠페인

오송고등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교육의 도시라

과 홍보활동으로 극복하고자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적 문화

고 불릴만큼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청주만 보더라도 다

활동을 지속해나갈 시간과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점에 대하여 문화생활을 즐겨

량의 문화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문화 교육에 대한 민감성이나 관심은

야 할 필요를 인식하면서도 시간과 장소의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 시

상당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민들의 문화 소비의 정도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청소년들은 문화생활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뜻을 모아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등과 같이 잘 알려지지

회가 극히 드문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쁜

않은 명소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주부들마저도 그러한 기회를 즐길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이에 저희 동아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한 뒤,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문화 감수성에 둔한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고 이러한 민감성을 높여야

• 세계시민으로 앞장서는 환경지키미 되기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지적문화활동 결핍증에 걸린 청소년 구제하기

또한 유네스코학교로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이고, 우리

•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기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관련 프

• 모두가 세계시민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기

로젝트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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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공정 무역의 달 행사

6월 지역 환경보호 운동 행사

5월 20일, ‘공정 무역의 날’을 학우들에게 알리고 공정무역과 관련된 범지구적

6월 26일, 유네스코 네트워크 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는 샤프론 프론티어 학생들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교내 역사 동아리, 경제 동아리와 연합하여 캠페

이 함께 지역 환경보호 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성안길 일대와 오송읍 주변에

인을 벌였습니다. 불공정무역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퀴즈 이벤트와 공정무역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활동 구성원들이 환경 오염 문제

퍼즐 이벤트로 학우들의 관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심을 이끌었고, 불공정무역

을 가졌습니다.

의 기원이 된 커피 플랜테이
션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
로 한 기획 전시 ‘커피의 역
사’를 선보여 학우들에게 공
정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 기아 체험 행사
5월 28일, 환경 동아리 온새미로 학생들과 기아체험행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본교 학우들로 하여금 기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물 나르
기, 식량 찾기, 죽 만들기, 쓰레기 속 사탕 찾기, 단순 노동 체험하기 등의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학우

8월 다함께 아리랑 플래시 몹

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생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문화유산의 우수함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오케스

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트라, 중창반, 사물놀이반 학우들과 함께 ‘다함께 아리랑’ 플래시몹을 진행하였

으로 소외받은 이들의 고통

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의 우수함과 유구함에

에 공감하는 인문적 소양을

대해 깨닫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기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는 협동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5월 희망 편지 쓰기대회 행사
현재 범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아동노동 착취문제에 대해 친구들의 관심을 이끌
고자 ‘희망편지쓰기대회’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제3세계에 있는 또래에게 편지
를 쓰면서 친구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
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편지로 옮기는 활동을 통해 다른 세계에 사는
친구들의 삶, 그리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9월 Good Action 캠페인
9월 마지막 주에는 친구들로 하여금 지구촌 여러 지역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인지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기 위해 ‘Good Action’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의 교
육보장을 위한 등교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접 친구들과 함께 희망가방을 만드
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개인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는 자부심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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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세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회문제에 대

9월 ‘Good Action’ 캠페인이 가장 학우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고 성공적이었

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고,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게 생

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활동은 1, 2학년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었고

각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

실제로 우리가 수업시간을 주도하여 움직이고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담

민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친구들이 즐겁게 참
여해 준 덕분에 전교생이 희망가방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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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선 친구들이 세계 문제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하더라도 단순히 재미 위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점차 다양한 세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계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이에 공감하고 때로는 제3세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

우선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이

을 어떻게 하면 돕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학우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

지만 주말이나 연휴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 유네스코 네트워크 친구들과 함께

회적 문제에 ‘실천’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교내 학술활동

활동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활동 효과를 높이는 게 중

주제도 주로 연구가 많았는데, 분위기였으나 점차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학우들과 선생님들이 유네스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졌습니다.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제공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면 더 보

그 외에도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오송고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람있게 적극적으로 동아리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지역 사회 봉사활동단체와 연계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모
습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지만 사실 실제로는 거의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주로 8월
광복절 ‘다함께 아리랑’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와의 연계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인근 고등
학교과 많이 떨어져 있어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이 점에 대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꽃길이다.”
고단하지만 즐겁고 행복함을 가져다주는 길이라서……
오송고등학교 강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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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이번 저희 울산외고 유네스코에서 진행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저희 동아리의 모든 활동은 저희 학교와 지역사회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

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니다. 먼저,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지

가장 먼저, ‘문화’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역 전통 설화인 ‘서동요’를 저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6개 언어로 번역하

위한 6개 국어 지역 설화 동화책을 출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지역사

여 울산 시내 여러 도서관에 기부하여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문화

회의 문화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쉽

재 해설대회를 개최해, 지역 전통 문화유산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내에서는 문화유산 해

가졌습니다. 또 청소년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과 ‘정세청세’를 진행하여

설대회를 개최하여, 학우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지

려하고, 그러한 문화재들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역사회의 문제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마지

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습니다.

막으로 공정무역 교육 및 공정무역 캠페인을 진행하여 몇몇 문제는 지역 사

다음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주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역사회 인식 개선

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다

캠페인을 개최하여. 학우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알아보고,

른 사람이 아닌 우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게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토론 세미나 ‘정세청세’를 개최하여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가 겪는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토의해보고,
자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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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세계인의 날 축제 참여

었나요?

5월 28일과 29일 이틀 간 열린 세계인의 날 축제에 행사 보조로서 참여했습니다. 축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인권, 다문화, 세계화, 지역문화, 경제정의, 이렇게

에 참여하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

총 다섯 개의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일 년간 활

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 행사 보조

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서 그러한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다문화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분야의 경우, 저희 동아리에서 전통적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로 진행해 온 6개 국어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주로 활동을 진행

불어 부스를 운영하시는 이주 여

했습니다. 동화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나 결혼이주 여성들이

성분들 및 다문화가정 센터 직원

한국어나 영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접하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다소 어려운 울산경남지역의 설화를 주제로 동화책을 만듦으로써 지역

경험을 갖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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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동화책 번역
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해온 프로젝트인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청소년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과 주제별 인식 개선 캠페인(올해의 경우 청소년 지역사회 인식 개선

6월 1일 점심시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

캠페인)도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경제정의에 대한 저희 학교 학생들의

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고, 다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지속적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지역

이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

으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나갈 생각입니다.

동하는 사례를 홍보하기도

또한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했습니다. 더불어 관련 내

활동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정세청세’라는 이름으로 교

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내 책쓰기 동아리인 ‘루모스’와 함께 토론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울산

SNS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특히 소수자들의 인권과

들이 좀 더 해당 문제에 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들 스스로 해결책을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

찾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UFL 문화유산 해

습니다.

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국내의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내 문화유산 해설 경진대회

장려하였습니다.

10월 18일 (본래 9월 10일 예정이었으나 당일 대회 진행 중 지진이 발생하여 한 달 연

어떻게 보면 작은 활동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활동 하나 하나가 모

기됨) UFL(Ulsan Foreign Language Highgschool) 문화유산 해설 경진대회를 개최했

여 저희가 속해있는 작은 사회에서만이라도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습니다. 총 10개 팀이 처용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더더욱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무, 한과, 매잡이, 새마을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 등 유네스코에 등록된,
혹은 새롭게 등록하고 싶은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문
화재를 창의적으로 해설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모스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인식개선 세미나 (정세청세)
10월 18일과 20일 이틀 간(역시 9월 중 계획되어 있었으나 연속된 지진으로 인하여
연기됨) 교내 책쓰기 동아리 ‘루모스’ 부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
하고, 단순히 문제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청소년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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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처음에는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인 저희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점을 알아도 소극적으로 보고만 있는 경우
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역 설화를 번역해서 동화책을 만들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세미나를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결과물
도 만들면서 ‘내가 관심을 갖는 만큼 우리 사회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큰 변화를 만드는 데 시발점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해설대회를 개최해서 전세계 속
에 빛나는 우리 한국을 그려보았습니다. 또한, 저희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던

교내 공정무역 캠페인

개발도상국의 아이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정무역 강의를 듣고 캠페인을 열자

10월 12일 교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모습을 보며 세계

관련 내용을 담은 피켓을 전시하고 공정무역 상식 맞히기 퀴즈, 공정무역 코코

시민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닌 이런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야

아 시식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

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

고 알아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렸다시피 처음에는 저희와 같은 청소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다문화 가정을 위한 6개 국어 전래동화책

의 작은 날갯짓이 결국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1학기부터 시작하여 한 해에 걸쳐 경남지역의 전통 설화인 ‘선화공주와 서동’

깨닫고 앞으로는 작은 활동들에도 더 열심히 날갯짓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올해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나

이야기를 소재로 동화책을 제작하였습니다. 부원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이
를 영어/중국어/러시아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어/일본어/아랍어로 번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역하였으며, 동화책에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진행해오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식

들어갈 일러스트도 직

을 변화시켰다고 굳게 믿습니다.

접 제작하여 출판했습

다문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6개 국어의 동화책 번역에 있어서, 저희는 그 설화

니다. 완성된 동화책은

가 담은 의미를 최대한 담아 번역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제는 ‘마’와 같

지역사회 작은도서관

이 지역 고유의 말이나 문화들을 각국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어휘 선택

및 다문화가정센터에

등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저희의 진심을 알아

기부될 예정입니다.

보시고, 이 번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원어민 선
생님들은 당신들이 한국에 살면서 이해한 문화가 최대한 녹아들 수 있도록 도

울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리더십동아리

와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과 함께 번역을 끝낸 후, 사제 모두가 뿌듯한 마

1년간 리더십 동아리로서 울산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및 타학교의 동아리들과

음이 들었습니다.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리 별로

뿐만 아니라, 저희는 경제정의를 위한 공정무역, 청소년 지역사회 인식 캠페인

노력하였습니다.

과 함께 정세청세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긍정적인 변화들을 공유해나가기 위해
서 노력하였습니다. 켐페인을 진행할 때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
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아가던 친구들은 경제 정의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나 무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의를 동반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가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 지역사회의 문
제점들을 생각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정세청세에서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마련을 서로 토의를 해보며, 소수자 인권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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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에 아직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저희가 한 해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대회는 큰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한복, 한과, 전통 매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주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냥 등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스스로 공부하며, 또는 대회의 청중으로서 들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리 1년 치 계획을 다 세워놓다 보니 변동 사항

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이 커졌다고 말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이 많은 학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

보았습니다.

니다. 더불어 지나치게 넘치는 의욕으로 시간 상 가능한 범위 이상의 계획을 세

개인의 변화는 한 공동체의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활동은 결

웠던 문제도 있었고, 계획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예산 상의 문제나 협력

코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도 참여하게끔 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었

기관과의 의견 조율 등) 생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상당한

다고 믿습니다.

난항을 겪었지만, 월별로 나누어 계획을 재조정하고,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했습니다. 기존의 계획이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을 유동적으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절하고자 노력한 것이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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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내의 친구들이 참가한 유네스코 문화재 해설 대회에서는 친구들뿐만 아
니라 선생님들도 참여하셨습니다.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문화재들, 또는

요한 활동만을 선별하여 우선순위에 배치하는 식으로 점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할까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내 동아리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루모스와 함께 하였던 정세청세뿐만 아니라 타학교 동아리들과도 리더십캠프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를 통해 폭 넓은 소통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해보았으며, 평소 깊

한 가지 활동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느낀 것이 있었다면 바로 활동하

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었습니다.

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를 더욱 성공적으로 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레인보우프로젝트

행하고 싶은 마음에 학기 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였지만, 번번이 부딪

인터넷 카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혔던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만일 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교의 동아리들은 카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서

산 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프로젝트가 더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이라 생각합니다.

만 학교 특성상 쉽지 않은 저희에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

이런 뜻깊은 프로젝트를 마련해 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그리고 저희의 활동

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큰 어려움 없

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참여해준 선생님과 친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이 카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

희와 같이 인권, 세계화, 지역사회 등 범지구적 주제나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

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젝트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의 활동을 참고하여, 그리고 더 다양
한 활동을 기획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
는 활동 기획자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지 또한 중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청소년 세계시민의식을 지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뿌리 깊은 나무이다.”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를 깊게 뻗어 내리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이 되면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임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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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리는 쓰레기들이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

있나요?

다.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대구에는 성서공단을 비롯한 많은 공단이 있

원화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한 달서구에는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존재하여 다

으며, 이로 인한 환경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문화 형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달서구 학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물도 제작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하였

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를 비롯

으며 학교 단위에서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과 물 아끼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

한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상황이나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

을 실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틀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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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의 차이를 알리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차이의 사례들을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그려보며 고민하고 토론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

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

고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해 노력하였습니다.

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도 계획하였습니다.

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세계시민이 되

환경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기 위해 필수적인 자세이므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

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

했습니다.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에 참가하여 외국 학생들

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매년 엄청난 양의 음

이 소개하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세계인의 날 축제에 참여하여 그들의 문

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버

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화여자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는 지

2016년 3월 19일, 2016 Earthhour

속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였으

지구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국제 환경 캠페인에 올해도 어김없이 많

며, 이를 지역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동참을 유도하고

은 학생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이전 활동 경험이 있는 2학년 학생들의 주도로

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새로 선발된 1학년 학생들이 함

의 실천으로 다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다수가 함께 하면 사회

께 의기투합하여 행사 전 1주간

에 필요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내/외로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인하여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유

학교 인근 지역의 많은 가정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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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시간 소등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네스코 동아리 행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사람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해외 자매학교 및 지역 시민들과 적

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교류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에 입각한 세계시민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
이 노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합니다.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며 모든 활동에 임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계명대학교 세계인의 날 축제 방문
계명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랑스 세계인의 날 축제에 방문하여 프랑스 전통 놀
이를 경험하고, 게임을 통해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었으며 프랑스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프랑스 전통 문화에 대한 간단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확실하게

한 강연을 듣고 유럽 문화와 아시아 문화의 차이점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

인식하고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다문화 프로젝트의 첫 활동으로써 유익하고 알찬

야 합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두류공원 환경정화활동
두류공원에서 많은 행사들로 인하여 시민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쓰레기 문제 또
한 대두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전 답사를 통해 이
용객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선정,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구역을 선정해주고
학생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별 정화활동 위치를 배정
했습니다. 그 결과 효율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며 자신
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얼마
나 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
는지를 깨달았으며 이를 토대
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확립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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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CCAP 1차
르완다. 대구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주관하는 CCAP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
다. 평소 접하기 힘든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르
완다 전통 춤을 배워 직접 추며 해당 문화를 보다 생동감 있고 현실적으로 체
험할 수 있었습니다. 르완다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할 때 외관상 맛있어 보
이는 음식도 많았지만 향
신료가 많이 사용되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외국
인들도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1일, 신천물사랑지킴이 활동
유네스코 대구협회 주관 신천 봉사활동에 본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김광석

2016년 5월 25일, 수성못 물사랑지킴이 홍보 활동
동아리 시간에 준비한 물사랑지킴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
역 시민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으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알
려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줬지만 일부 시민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하려고 하였습니
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
이기 시작하였으며 성공리에 홍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세계시민여행 참가
전국 각지의 있는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모여 각 학교별 프로젝트를 소개하
는 자리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시민 의식이 투철한 국
가 간 조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세계시민 협의회와 다양한 강연에 참가했습니
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며 본인이 얻
은 정보를 학교 간부 회의에 공유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6년 6월 8일, CCAP 2차
학교를 방문한 탄자니아 학생이 가지고 온 옷을 입어보며 탄자니아의 전통의
상을 체험하였으며 탄자니아 국기에 담긴 의미를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
니다.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커피 재배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배웠으며 생소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가까
워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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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집결 후 수성교로 이동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환
경정화를 실시했습니다. 매년 거듭할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10개 이상의 학교가 본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홍보 활동을 가기 전 유네스코학
교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학교 포스터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Ph 페이
퍼로 수질 확인도 하였으며 중성이라는 결과를 보며 환경시설공단과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수질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
으로 나설 것이라고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16년 6월 15일 1차 인문학 특강
유네스코 대구협회 주관 1차 인문학 교실에 참가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현
재 은행에 재직 중인 강사가 ‘경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사가 설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 활동
중심의 강연(사탕을 활용한 경제 게임)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
으며, 어려운 주제라 여길 수 있는 경제를 직접 경영을 해보며 접근하여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공부에 대
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지역사회봉사활동, 상록수 노인 종합 복지 센터 방문

두산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거대한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수 찌꺼기

유네스코학교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복지

가 가득한 하수가 미생물에 의해 점차 정화되는 과정을 보며 미생물의 위대함

센터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센터 방문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눌 수

과 수질 자원의 중요성을 깨

있었으며 종이접기 수업에도 함께 동참하여 도우미 역할도 성실하게 수행했습

달았으며 자원을 낭비하지 않

니다. 사진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사진을 남기지 못했지만 많은 것

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학생으

들을 배울 수 있는 알차고 보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서 환경 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

2016년 9월 7일 지역사회 봉사활동, 라이온즈파크 환경 정화활동

웠습니다.

유네스코 대구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네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2016년 7월 13일 지산하수처리장 방문

코학교들이 모여 성공리에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난

2016년 8월 7일‘Do U have a dream’을 주제로 한 유네스코 공동행동 실천

후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로 버리는 모습을 보며 시

본교를 포함한 인근의 몇몇 학교와 타지역 학교들이 함께 모여 ‘꿈’에 대한 지

민의식이 부족한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새

역 시민들의 생각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몇몇 지역을 지정하

로 만들어진 야구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본 활동

여 ‘꿈’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자신

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동행동에 참가한
학생들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떤 노력
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2차 인문학 특강.
유네스코 대구협회 주관 인문학 교실에 참가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논리란 무엇인지, 그
리고 일반적으로 논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으며, 논리를 필요
로 하는 수학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 동일한 주제로 두 번째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첫 강의
만큼이나 재미있고 알찬 강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10일, 2016 말레이시아 자매교 Sekolah Seri Puteri
정기교류회(방한)
환영식 이후 미술과 체육 수업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화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경주 일원을 둘러보며 한국 전통문화
를 느껴보기도 하였으며 대구 근대골목투어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많은 것들
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류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말레이시

2016년 5월~현재 미국고등학교와의 교류활동

아와 대한민국의 사회, 환경, 경제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홈스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 군무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미국 고등학교와의 교류 활

테이 학생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문화교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활동들이 진행 중입니다. 5
월 체육대회 때, 미국고등학교 치어리더 동아리 학생들이 본교를 방문해 화려
한 퍼포먼스를 보였으며, 10월 말 원화 영어말하기 대회에 미국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방문하여 심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
스를 기념으로 한 학교 간의 파티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대구 유네스코학교 전진대회, CCAP, 인문학 특강, 원화전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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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음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를 다문화로 선정하면서 많은 기대도 하였지만 한

해야 할까요?

편으로는 걱정도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나의 변화가

세계시민여행을 다녀온 선배에게 물어보니 각 학교 프로젝트 발표 활동을 하면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말을 스스로 실천에 옮기는 ‘유네스코학교 학생’이 될

서 다른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였습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무사히 프로젝트를

니다.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듣고 동아리 시간에 공유하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

마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천하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에서 선진

우선 각 지역 학교들 간의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사람들의 편

마다 작게는 최소 10개, 많게는 50개 이상의 유네스코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습

견과 눈에 띄지 않는 차별로 인하여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학교

니다. 모든 학교가 각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

인근 성서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충이

다고 느끼는 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올해 진행한 공동행동 활동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후적으로나 치안 측면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안

각 학교 학생들이 대구 시내의 다양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서로 소통이

전하고 살기 좋지만 지역 시민들이 생각보다 친근하지 못하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잘 되지 않아 각자의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

이유로 계속해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라 잘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문화를 수용하는 자세

도 소통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 아

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 문화를 먼저 체험해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자리임에도 불

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CCAP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나라를

구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며 단편적으로 스티커만 받는 경우도 있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주변에 개최되는 외국인들의 축제를 알아보

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 프로젝트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고 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방법을 깨달았으

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모든 소속원들이 잘 알

며 그들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 ‘틀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수 있도록 함께 회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힘든 한해였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들

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각 학교 유네스코 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

을 배울 수 있었으며 보람찬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찬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 활동을 해가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의 목소리가 비단 우리들만의 외침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내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아니라 점점 외부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많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비해 시민들의 반응은 우리들의 기대보다

은 사람들에게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높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

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 했으며 무관심한 태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이

에게 배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물에 대해 어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반응을 보일지 적어보는 활동을 통해 홍보물 제작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미국인 학교와의 교류활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체육대회

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에 방문한 미국인 학교 치어리더 동아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먼저 인

언어의 장벽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사하고 호응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CCAP 활동에 다양한 나라들

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실수를

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동아리들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여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 나라의 간단

주었으며 다문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사말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문화를 먼저 공부해서 방문할 수

올해 우리들이 실천한 활동이 큰 성과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점차 극복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다문화 인식에 대해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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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많은 학생들과 지역시민들의 인식을 조금이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마 변화시킬 수 있었기에 우리들의 활동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은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변에 미친 영향력이 지금은 작게 보일 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있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대구 지역의 학교들뿐만 아니라 타지역 학교들과의 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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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처음에는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은행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의 프로젝트 주제는 세계화와 경제정의이다.

고민도 많이 하였지만,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방면의 흥미로운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주제로 1, 2학기를 나누어 주기적으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진

학생들에게 이를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

행했다. 그 결과 은행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확

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전교

충시켜 줄 수 있었으며, 경제정의에 대한 의미와 그에 따른 불공정무역 사

학생들에게 세계화의 장단점, 세계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알리고자 노

례 등을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었다.

력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의지’이다. 유네스코 학생들은 어떤 어려운 주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
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의지’가 실천을 하
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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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문화 알리기 캠페인 활동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캠페인을 3월에 하였다. 우리 지역인 시흥을 알리는 홍
보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지역
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교와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지역
시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라고 외치며 우리 지역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고 인천대공원에 온 외국인들에게도 시흥을 알리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
었다.

다문화, 평화, 인권 골든벨 실시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다문화, 평화, 인권 3가지의 주제로 ppt를 직접 제작하여
골든벨을 실시했다. 서로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기를 수 있었다.

세계화 캠페인
우리의 문화, 음식의 세계화에 대해 조사, 토론한 후 교내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추천할 음식, 정보 제공, 한글, 한옥, 드라마에 대해
알게 되며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경제정의, 세계화 모의유엔총회 실시
정보를 찾아보고 토의를 거친 결과 경제정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화라는 주제로 모의유
엔을 진행하였는데, 진행과정에서 유네스코 부원들의 토론을 통해 전에 몰랐던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있게 탐구할 수 있었다.

경제정의 캠페인 실시
8월 24일, 25일 2일간 1, 2학기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인 ‘경제정의’를 배경
으로 4개의 조가 경제정의와 관련된 공정무역, 자유무역, 보호무역 등의 경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원들이 직접 피켓을 만들어 교내 학생들을 대
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이나
앙케이트를 통해 경제정의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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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음식 체험활동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다문화를 주제로 베트남, 중국인 선생님을 모셔 그 나라의 음식 중 베트남의 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조, 중국의 건두부말이쌈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며 즐거운

경제정의라는 생소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었는데, 처음엔 경제정

시간을 가졌다.

의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씩 정보를 찾아보고 토의를 거
친 결과 경제정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화라는 주제로 모의유엔을 진행하였는데, 진행과
정에서 유네스코 부원들의 토론을 통해 전에 몰랐던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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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은행고등학교의 학생 전체
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학생들이 직접 찾
아와 참여하고 의견을 함께 나누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문화탐구대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다문화탐구대회를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자료를 찾고 게시하는 과정에서 세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많이 다

해야 할까요?

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 나도 한마디’에 참여한 학생을

선택한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는 아니었지만 지역고유문화를 주제로 인천대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정무역 상품을 증정하는 과정에서 공정무역에 대해 알

공원에서 시흥의 문화를 알리는 데 힘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비과정의 부

게되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족, 사람들의 무관심 등이 아쉬운 점이었다. 이를 보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여러 작품들을 관람하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

위해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다가가야

를 알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다고 생각하였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 세계화를 진행하면서 모의유엔이라는 것을 처음 진행해보았는데, 사실
처음엔 모의유엔이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조원
들과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며 해결점을 찾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아무리 잘 진행한다고 하여도 학생들의 관심이 없다면 안 한 것만
못한 상태일 것이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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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고등학교

Peace in Globe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40
지도교사
김정은 선생님

학생구성원
유재혁, 이지호, 김서현, 최수인, 하헌섭, 노현빈, 김재식
김동현, 정석범, 안정현, 김정윤, 백송이, 원 민, 원지예
윤선주, 이찬희, 어다솜, 남윤경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이번 해의 목표인 ‘Peace In Globe’에 맞게 평화와 세계화를 위해 모든 활동을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	유네스코학교에 걸맞게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어른들과, 미래에 그 역할을 해낼 학생들에게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그 중

•	우리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관련이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요성을 알리고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사람
들로 하여금 올바른 세계화의 모습과 세계시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평화와 세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먼저 우리 학
교와 지역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 것이다. 늘 미디어에서 세계화와 세계
시민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화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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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게 생각하고 참여하겠다.

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미혼모 보호 캠페인, ‘미혼모도 엄마입니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8월 7일 인천. 서울 지역 UNESCO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명동에서 미혼모의 인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권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다. 아침부터 명동 UNESCO 회관에 모여서 시작된

사실 나는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캠페인은 한 여름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미혼모도 엄마입니다’와 같은

문제나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었다.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

문구를 중국어, 일본어로 적어 외치고 다니며 인식개선을 촉구하고 회관 앞에서

라도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많은 관심을 쏟지는 않았다. 특히 교

SNS에 미혼모 인식 개선과 관련된 글 게시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스스

육과 같은 문제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이번에 모의 유네스코 총회 부의장을 맡

로 미혼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으면서 2030년까지 지속적인 교육에 대해 각국 대표로 지정된 아이들과 결과
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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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느꼈다. 또한
미혼모 문제와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관심이 있어 했던 문제들은 우리나
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
어,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세
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나는 나의 변화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다. 매우 미미한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발표 ‘미혼모도 모(母)입니다’

집에서는 한국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문제를 다루는 뉴스 프로그램들을 찾아보

유네스코 동아리 시간 고등학교 2학년 김동현 학생과 I-UNESCO 부장인 유재

게 되었고, 부모님들과도 함께 세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

혁 학생이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미혼모에 인식 개선을 위한 발표를 진

었다. 특히, 친구들과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나의 관심 분야에 관해 토의하고

행하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캠페인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 전에 사전지식을

함께 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나의 관심이 세계문제로 확장되고 변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미혼모가 세계 문제라는 것을

화를 촉구하는 사람이 되면서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그에 관한 관심

인식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늘어나 이제는 내가 집에 없어도 그러한 뉴스를 보고 친구들도 세계 문제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읽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미혼모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 학교들과 연합
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만나서
회의하고 주제를 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서울·인천
지역 학생들끼리 모여서 명동에서 캠페인을 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
라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미혼모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
렇지만 이러한 현장 캠페인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사람

세계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회의 ‘모의 유네스코 총회’

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손 글씨로 SNS

9월 19일 인천국제고등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모의 유네스코 총회가 열렸다. 학

에 미혼모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들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

교에서 선발된 13명의 대표들과 3명의 의장, 스태프들과 함께 진행된 2016 IIHS

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SNS로 전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금 더 많은 사람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2030년 까지 지속가능한 교육’에 관한 토의를 통해 결론

들과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SNS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을 도출해내었다. 세계화 시대에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이렇게 세계 문제
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직접 강구해보고 평가하는 정말 인상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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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모순적이게도 더 성공적이었던 것과 예상 외로 어려웠던 점이 동일한 일이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극복하면서 그것이 더 성공적이게 되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바로 시간이라고

기 때문이다. 미혼모 캠페인에서 명동 길거리를 다니면서 미혼모에 대해 인식개

생각한다. 학생들이 학업 등 여러 가지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선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혀있는 푯말을 들고 인식 개선을 외쳤던 활동이었는데,

많지 않은데, 나는 유네스코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

처음에는 이러한 캠페인을 자주 해본 적이 없었을뿐더러 한국말 외에도 일본말

러한 캠페인의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체계적이고 빠른 진

과 중국말을 섞어서 하는 것이라 두려움이 2배였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팀원들과 힘을 합쳐서 진행하다보니 우리에게 미혼모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들
도 생기고, 더욱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한 가지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모의 유네스코 총회로, 우리 학교
학생들 중 최종 합격한 13명의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하는 것인데, 처음 유네
스코 총회를 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관
한 열정과 더불어서 진행된 총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좋고 실천 가능한 아
이디어가 많이 나왔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사슬이다.”
나와 세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김재식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돋보기이다.”
현재 보이는 것보다 세계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최수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사진기이다.”
세계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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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산고등학교

동구 지역 문화 및 지역 특색을 활용한
데이트 코스 개발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58
지도교사
김학수 선생님, 권오현 선생님

학생구성원
문형태, 석주하, 박성재, 박민혁
조형서, 박상민, 권 혁, 박종현
유도현, 최성준, 정용현, 안예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지역 고유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발전을 동시에

있나요?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문제, 지역 상권이 점점 축소되
고 있는 등의 지역 경제 불황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구 지역은 구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심으로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뒤처져 있고, 경제 발전이 더

•	학생 중심으로 결성된 무지개동산이라는 동아리 중심으로 본교 학생들의 도움

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타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지역 문화와 맛집, 특색이
명확하여, 이를 활용하여 지역 명소 데이트 코스 지도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면, 지역 고유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
에 기여하여 타 지역과의 경제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
발하게 되었습니다.

을 받아 프로젝트 지역민과 지역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	실제 지역 탐방을 통해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
여 자료를 제작
•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완성하기 위해 동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요소를 발굴
하고, 이를 데이트 코스와 연동하는 관광 지도 형태로 제작하여 지하철역, 관공
서, 버스 정류장, 인터넷 사이트, 학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지역 특색 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명소, 맛집 등이 포함된 데이트코스

지역 특색이 담긴 데이트 코스 지도를 보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구도심인

지도를 학생들이 직접 탐방하며 제작하고,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와 관공서의

동구 지역을 지도의 코스를 따라 명소를 방문하고, 맛집을 둘러보고, 행복도

도움을 받아 실제성 있는 지도 제작

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
화를 자연스레 이루어 지역의 활기찬 모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지

•	완성된 지도를 토대로 예비 체험을 2회 이상 실시하여 실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선을 목적 별로 상세하게 제공

역 경제의 활성화가 구도심의 무분별한 개발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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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프로젝트 선정, 그리고 원인과 결과 나무 그리기

송림 아뜨렛길

처음 교실에 모여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 분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젝트

과거에 비가 많이 오고 만조시간과 겹치게 되면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서로 고민한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 지역이 구도심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지역을 지하상가 형태로 개

에 속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역사

조하여 방치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각종 문화행

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득 분배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사와 전시회, 이색적인 계단, 벽화 등 문화 활동과 전시회가 상시 열리는 지역

색한 결과, 우리가 스스로 할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그러나 역시 홍보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

수 있는 일 중 지역 데이트 코

지는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스 지도를 제작하여 맛집과 여
행지를 소개하면 지역 경제 활

주꾸미 골목

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만석동에 위치한 주꾸미 골목입니다. 여타 전문 음식점이 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원인과

비한 골목처럼 화려하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30년 넘게 한

결과 나무를 제작하였습니다.

곳에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숨은 맛집입니다. 가게가 오래
된 만큼 청결하고 정돈된 모습은 아니지만 나란히 늘어선 주

첫 실사

꾸미 가게의 맛은 다른 가게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 지도에 실을 맛집들을 실제로 조사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실사에 나
선 곳입니다. 동구에서 전통과 유명세를 탔던 곳으로 지금은 유명세가 예전만큼

동인천 헌책방

못한 실정입니다. 화평동 냉면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헌 책 사기. 그러나 그 당

골목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맛

시에 존재하던 책방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

과 양이 변함이 없는데도 사람

습니다. 옛 향수를 느끼러 찾는 사람도 가끔 있고, 인터

들 사이에서 잊혀져가고 있어

넷이나 일반 서점에서는 팔지 않는 고서적, 단종된 서적, 만화책, 단행본 등을

서 첫 실사 장소로 선정했습니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향수를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다. 학생은 할인을 해주고 사

는 추천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리 추가는 공짜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첫 이모티콘

송현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인천이 원래

데이트 코스 지도는 일반 지도와는 다르게 실제의 사진과 위치를 표시하기 어려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아 개항 이후 일본에 의해 수도

운 만큼 우리는 각각의 맛집과 둘러볼거리들을 이모티콘으로 형상화하여 상징

국산에 저주지를 만들게 되어 수도국산이라고 이름

성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붙여진 곳입니다. 이제는 철거되어 기억에만 남아 있는 달동네와 역사적 사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

을 기리기 위해 달동네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에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을 지어

로 간단하게 제작하게 된 냉면 골목

전시와 공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 이모티콘입니다. 어설프고 형편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첫 걸음이자

현재 진행형 데이트코스 지도

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

처음으로 지도의 초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동

한 의미를 지닌 이모티콘입니다.

안 제작했던 이모티콘을 배치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배치와 배열을
완료하게 되면 데이트코스

동인천역 북광장 스케이트장

지도 제작이 완료될 것입

처음으로 이모티콘다운 것을 제작하게 되었습니

니다. 지도가 완성되면 제

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위치한 스케이트장을 형

일 먼저 코스를 정해 가족

상화 한 것입니다. 여름에는 일반 광장으로 사용
되지만 겨울에는 입구를 막고 물을 채워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합니다. 올해가 2
년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만 잘된다면 주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좋
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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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체험을 해볼 계획입
니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도를 참고하여 그 코스를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생각한 대안은 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IT 기기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페이스

‘우리 동네는 왜 최신 시설이 부족할까?’ ‘우리 동네에는 왜 큰 마트와 영화관이

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젊은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

적을까?’라는 막연한 생각과 불만으로만 가득했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되돌

사진의 형태로 주변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본 프로

아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문화와 음식, 특색 있는 거리들을 떠올려보며 불

젝트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스 이

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평과 불만으로만 그

용 후기를 작성하여 웹에 게시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합니다.

쳤었던 우리의 생각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래되고 낡은 것은 무조건 버리고 새롭고 편리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게 되었고,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발전과 균형을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인 것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의 취지와 의의를 말씀드리면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젊은 학생들이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니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뿌듯함을 느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끼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지도를 제작한 후에 이를 비치하고 배부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색다른 방법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구청과 지역 내 지하철 역

우리 학교 선생님과 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 협조를 구하여 지도를 비치할 수 있는 비치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연 소개받은 장소와 맛집이 정말 맛있을까?’, ‘시간을 내어 데이트코스 지도
를 보고 나들이를 나갈 가치가 있을까?’ 그러나 현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고, 데이트코스 지도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우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리의 지도에 소개된 곳으로 음식을 먹으러, 머리를 식히러, 데이트를 하러 가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는 사람들이 몇몇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지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모티콘이나 지도의 형태도 직
관적이고 보기 편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은 지원과 격려가 뒤따랐으면 합니다.

해야 할까요?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과 제작한 후 이를 홍보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제작된 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이모티콘이다.”
이제는 주변의 맛집을 이모티콘으로 기억한다.
인천동산고등학교 안예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뿌듯함이다.”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얻게된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천동산고등학교 박종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누워서 떡 먹기이다.”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프로젝트가 마음을 바꾸어보니 정말 쉬워졌다.
인천동산고등학교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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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상을 뒤집다
학교주소
인천 부평구 원적로 262 (산곡동 180-147)
지도교사
박규미 선생님, 공성수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가은, 김민준, 이대한, 류다혜
최재연, 이승욱, 김나윤, 장세희
박윤상, 곽동호, 김승현, 권헤용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바탕으로 진행하였고 심리적 변화를 만들려고 힘썼다. 우리는 캠페인의 기본인 피

있나요?

켓 들기와 구호 외치기를 기본으로 SNS를 이용한 손글씨 릴레이, 응원 문구 찍어

우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지는 주제에 대

올리기, 응원의 메시지 작성하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시

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미혼모 관련 인식 개선 문제, 이면지 사

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용의 필요성 등 학교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항목들을 주로 다루었다. 따
라서 시민들의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사회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쓸 수 있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

우리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열정적인 실천을 하려고 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렴할 수 있었기에 우리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동아리 부원이 조를 나누어 매주 지역사회

수 있었다.

중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그로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였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 문화재 탐방 등 꾸준한 동아리 활동을

우리는 학교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하였다.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을 만

활동 방향을 구상할 수 있었다. 또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봉사활동에 매주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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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면 그 어떤 캠페인에도 변화

들기 위해 개개인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종류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약 1

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캠페인을 인식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을

년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활동 단체를 알아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문화재 지정 덕에 인지도가 높으니 문화

유네스코의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유네스코가 어떤 기관인지, 유네스코학교

재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외고 유네스코 동아리는 창덕궁과 운현궁을

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를 알려야 프로젝트 수행에 시민과 학생들의

방문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세히 설명을 듣는 과정을 통해 세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7월 19일, 본격적인 사회적 문

계를 향해 나아갈 첫 발자국을 찍었다.

제에 관한 캠페인에 앞서 ‘유네스코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퀴즈와 사행
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등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성공

지역사회부터 직접적으로 돕자, ‘중학교 멘토링 스쿨’

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3월 동아리가 처음 시작하던 때 동아리 부원을 2개의 조로 나누어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활동으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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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살 차이나지 않는 멘티들을 가르치기 위해 멘토들이 추가적인 학습을 스스로 해
가고 모의고사 등 풀이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했다. 멘티와 멘토 모
두 만족하여 2년째 진행되고 있는 활동으로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면지를 재사용하자!
학교 내부에는 정말 많은 이면지가 돌아다닌다. 이 이면지를 모으면 최소한 학
급 당 한 권의 새로운 노트를 만들 수 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
다. 교실에 이면지함 설치 공간이 부족해 설치하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토의 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x인천 유네스코학교 연합 미혼모 캠페인, ‘용감한 그대에게’
8월 7일,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또는 무시하고 있던 미혼모
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인천의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
젝트 학교들이 모였다. SNS와 응원의 메시지 작성, 심각성 설명 등을 중심으로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캠
페인을 벌였으며, 중국어, 일
본어, 영어 등을 사용하기도
하여 외국인들의 인식까지 개
선할 수 있었다.

우리도 우리를 알자, ‘유네스코 신문 만들기’
유네스코 신문 만들기는 온통 유네스코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먼저 유네스

우리나라를 알아야 세계를 향해간다, ‘창덕궁, 운현궁 방문’

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재,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알아

많은 사람들이 유네스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세계 문화 유산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차이점에 대한 피켓을 만들었다. 또 유네스코학교에 대해 알기 위해 유

가장 먼저 떠올린다. 사실 유네스코라는 기관에서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교육,

네스코한국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유네스코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고, 교내 학생들에게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홍보효
과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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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시민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미혼모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한 캠페인이었다. 그렇지만

수 있었다. 특히 공동행동 프로젝트를 하며 다른 유네스코학교들과 생각을 공

아직 우리나라에서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꺼리

유할 수 있었고, 소수의 구성원이었다면 접근하기 힘들었을 미혼모에 대한 인

기도 하였고 좋지 않은 언행으로 저희 캠페인을 비판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

식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명동 거리에서 실시하며 미혼모에 대한

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인식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 첫 걸음을 우리가

인식이 정말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했던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꿋꿋하게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작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선, 법 제정 등 직접적인 해결 방법도 요구됨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유네스코 알리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을 느꼈다. 이렇게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활동을 하니 우리 개개인도 자기도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퀴즈와 사행시 짓기 등에 참여해 주어 우리 학교가 유네

모르게 갖고 있던 편견들을 버릴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과정

스코학교임을 알릴 수 있었다. 저희의 간절함이 성공을 만들 수 있었다.

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미혼모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를 활용하여 손글

우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더 성공적으

씨 릴레이를 진행하였다. 미혼모 인식 개선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손글

로 진행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종종 학생들이 진행하는

씨로 적어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며 인식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으며

캠페인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말들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다. 이로 보아 우리의 인식 변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힘

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시민들이 좋은 의도로 시

쓰던 노력이 지역 사회에도 적용되었으며 약 200명의 응원 메시지를 받는 등 큰

작한 캠페인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또 유네스코 알리기를 통해 우리 학교가 유네스
코학교이고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는 것을 소개하며 우리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저희의 작은 변화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공동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0개의 다른 유네스코학교가 지
속적으로 모여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하고 약 100명의 캠페인 도우미가 모
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지속적인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
로 인해 우리 활동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
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인천외고 유네스코’라는 SNS 페이지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새싹보리이다.”
보리가 가장 순수한 상태인 새싹보리처럼 청소년 세계시민도
세상을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곽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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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외국어고등학교

평화를 품은 학교, 세계로 열린 교실
학교주소
전남 나주시 영나로 2434
지도교사
김명심 선생님, 고경란 선생님

학생구성원
서정연, 강수지, 서정연, 강수지, 주해울, 김대섭, 고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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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궁극적으로 저희 유네스코 동아리가 지향했던 것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학교 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리 부원들, 옆자리 친구들

기 위해 마니또와 함께 하는 장점 찾기 활동 등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

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소통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이

는 활동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봉사 동아리 굿 네이버스와 연계하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것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에

여 지역사회 다문화 저소득층 학생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사회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탐방 및 홍보물 제작, 교내 환경정화 봉사

이를 위해 저희는 먼저, 우리가 현재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지

활동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유네스코 상설동아리와 함께

내며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탐

학교 차원에서 교사, 학생들이 함께 연계하여 활동 내용에 따라 따로, 또 같

구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우관계

이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곧, 동아리 활동이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

나 사제관계에서 소외된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쳐 활동 내용이 심화되었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활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동아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이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

가 같은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성장하는 계기

저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어떠한 방식이든 ‘행

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 학교를 넘어서 우리 지역,

동’으로 이어나가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에 따라 교우관계뿐만 아니라 여

우리나라, 우리 지구에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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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를 우리 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에도 적

유네스코 연간계획 레인보우 나무 만들기

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하자!’라는 계획보다는 문제를 이해하

4월 2일, 일 년 동안 유네스코 친구들과 함께 할 연간계획을 토의 활동을 통해

기 위한 활동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일

직접 계획했습니다. 평화와 인권, 문화 간 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 유엔 우선과

차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토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눠보니 지

제로 총 4가지 큰 주제에 대해 모든 부원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 적극적

역의 문화재 보존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

으로 의견을 내고 부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특히 ‘원

기 위해 학교 친구들의 특성을 살려 외국어를 활용한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하고

인과 결과’라는 구성을 통해 논리적인 인과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세계

이를 직접 학교에 게시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특성상 여러

시민으로서 적합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특색 사업이나 지

외국인 친구들이 방문하는데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

역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유네스코 활동 계획과 연결지었습니다.

통하기 위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내 것을 먼저 나누어주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주며 인정해주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란 무엇인가?
3월 28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를 통해 학생들은 유네스코학교의 네 가지 주제와 그에 따른 활동내용을 자세히

•	항상 교내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학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교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지역 문제
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입니다.
•	유네스코 상설 동아리에서 계획한 4가지 주제에 맞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며 세계시민의 덕목을 갖출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학교 홍보 포스터 공모전
4월 8일, 벌써 2살이 된 유네스코학교이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학교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학교에서 개최했습니
다. 이 대회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재미있고 흥미로운 포스터가 나왔고,
이를 유네스코 게시판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유네스코학교의 의미를 쉽게 이해
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인권 향상을 위한 마니또 프로젝트
•	5월 28일, 성소수자, 학교 폭력, 장애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이 중 자신
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권에
관련된 글쓰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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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쪽지함 만들기, 점심시간을 이용한 차 마

6월 12~17일까지 자매학교인 인도 ASN Sr. Sec. School에서 본교를 방문하

시기, 교우 관계 향상을 위해 NO 비속어 Day 캠페인하기 등 여러 창의적인

여 우리 학교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 문화교류, 유네스코학교 세계시민교육, 문화간 토론수업, 지역문화탐방, 전

•	마니또 프로젝트 모의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아리 안에서 마니또와 1시간

공어 체험수업, 교육 문화 비정상회담, 유네스코 평화와 인권 심포지엄 등 여러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영어로 소통하고 두 문화를 이해하면서 세계시민으로 함

이 찾은 상대방의 장점을 부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그림이나 글을 통해 포

께 성장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돌아가며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니또 프로젝트가 학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고 이를 해

생의 인권, 특히 교우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
행했습니다. 많은 부원들이 교우 관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
며 이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유네스코 타문화 이해 탐구대회
5월 25일, 유네스코 평화와 인
권 관련 타문화 이해 탐구대회
를 전교생에 실시하여 학생들
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
는 인권유린의 현실을 조사하
여 그 문제점과 원인, 대책, 기
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

북한 인권 관련 강의 참가 - GIC

하여 복도에 전시함으로써 많

7월 9일, 광주 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되는 GIC Talk 강연에 참가하여 북한 인

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권을 위해 일하는 LINK 단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

되었습니다. 평화와 인권문제

라들이 솔선수범하여 북한 난민을 구조하고 이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다는 점

가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

에 대해 반성하며, 장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

리 삶에서 왜 필요한지, 어떻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4월 11일, 인도 분을 초대하여 인도의 문화에 대한 수업이 있었고, 5월 9일에
는 프랑스어를 하는 모로코 분이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로코의 언어와 문화, 역
사에 대한 수업을, 그리고 5월 13일 스리랑카 분을 초대하여 스리랑카의 문화
와 역사에 대한 수업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공통점과 다른 점
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문화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
7월 11일, 유네스코학교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개최하
였는데 2학년 전학생이 참가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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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나도 국제교류 전문가’ 체험활동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9월 3일,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되는 ‘나도 국제교류가’ 활동에 참여하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국제교류가로서의 자질과 외국인들과의 소통에 필요한 자질을 능동적으로 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문제는 나 혼자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했을 때 그

구해보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센터의 외국인 인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학교, 지역, 지구라는 공동체에서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과 업무를 직접 알아보고, 이를 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대로 기사문을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는 가운데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시너지 효과가 나며 이를 통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가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치를 깨닫는 순간,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으며 이는 나와 함께 하는 친
구들이 있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는 자신도 모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역사회를 탐구하는 모
습을 보여주자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활동에 큰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살리기 프로젝트

‘국제교류가’ 직업 탐구 체험활동에는 동아리 부원이 아닌 많은 친구들이 참여

10월 8일,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나주의 문제점을 탐구한 뒤 문화재 홍보를 위

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동아리에서 제작한 지역사회 홍보물에

해 나주의 고유문화를 조사하고 소개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문화를 토의 활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각자의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이 있나 함

동을 통해 선정한 후, 조를 나누어 홍

께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나주에 방

무엇보다 마니또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매일 매일 ‘배려’와 ‘나눔’을 실천

문한 외국인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

하게 되었으며 학업과 교우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키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기 위해 영어로 제작했습니다. 이후 만

수 있었습니다.

들어진 홍보물을 학교 유네스코 게시
판에 게시함으로써 나주에 대해 잘 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랐던 다른 학생들에게 홍보하였고, 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 고유문화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해

해야 할까요?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 원어민 선생님

여러 연령층과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홍보물이나 영상이 가장

들에게도 보여줌으로써 홍보물의 역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 또

을 톡톡이 해냈습니다.

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다루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만 하는 이유, 스스로 나누어 주어야 할 이유가 생기도록 강력한 동기여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인도학교와 국제교류를 할 때
였습니다. 인도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
는데, 그때 온 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여 직접 프로그램의 주
인공으로 뛴 학생들이 16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도 교육문화 비정상회담, 유네스코 평화와 인권 심포지엄,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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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그렇게 함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려웠던 프로그램은 인권 향상을 위한 마니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유네스코학교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려면 유네스코 상설 동아리 중심

후 학교 생활 중 그렇게 큰 인권 침해 문제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에서 벗어나 학교의 여러 동아리와 연합할 필요가 있고 또 주제 별로 학급별 프

러자 점차 프로그램의 방향이 교우 관계 향상으로 초점에 맞춰지게 되어 원래

로젝트로 확산시켜 모든 학생들이 유네스코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계획했던 궁극적인 목적 성취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교우 관

록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학교 담당 선생님뿐

계에 있어서 복잡하고 힘들었던 문제들을 마니또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하고 자

만 아니라 일반 교과나 학급담임 선생님들의 참여가 있다면 우리 프로젝트가

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동아리는 융통성 있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지역간 연합 활동이

게 교우 관계라는 틀을 추가하여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고 이에 맞춘 활동을 진

이루어지도록 가끔씩 그 계기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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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문화교류의 장, 전공어 수업과 전공어로 하는 한국문화 퀴즈 진행, 지역문화
탐방의 통역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인도학생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면서 타

행하였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현미경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확대시켜 다양하고 세밀하게 봄으로써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보고 깨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김수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스피커이다.”
내가 스피커를 어디에 연결하고, 얼마나 소리를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
다른 시점에서의 사건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오영주

443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지역의 변화가 지구의 변화를 만든다
(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학교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25
지도교사
정인숙 선생님, 박준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장 원, 손병희, 박찬주, 김의현, 유찬우, 서주리
이채은, 권서연, 박수정, 신예원, 장효정, 이지윤
이지원, 최인아, 김현정, 송여경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인권 : 인권은 무시당해선 안 될 첫 번째 권리입니다. 현대사회에도 다양한 계층,

다문화, 세계화 : 외국어고등학교인 학교 특성상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다문

다양한 연령,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유린하고 있습니다.

화가정의 아이가 종종 학교에 입학합니다. 흔히 접하기 힘든 만큼 좋은 기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 또한 중요하지만 인권 유린 예방도 주목해야

회임을 인지하고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유린 예방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고, 교내 학생들에겐 세계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

작게는 본교 학생들이, 넓게는 모든 이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

도록 도우려 합니다. 본교에는 국제적인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이 비교적 많

성하도록 도우려 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지원, 복지와 더불

습니다. 국제적 진로를 위해선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필수

어 인권 유린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면 했습니다.

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교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문화 :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렇지

라 생각합니다.

않은 사람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며 다문화에 대한 폭넓

경제정의 : 저희는 매년 학교축제 때 학교 내에서 공정무역 물품 판매 부스

은 이해와 존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도록 변화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공정무역 물품 판매 부

했으면 했습니다.

스를 경험하며 잊고 지내던 경제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경제정의 : 경제정의는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어른들 또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할

있습니다. 또한 부스를 운영하는 부원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부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당연시하기보단 어른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경제정

운영을 통해 공정무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학우들에게 알리는 경험을 갖습

의의 의미를 알리고 조금씩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공정무역

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품 판매를 통해 학생, 선생님들이 경제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이를 발판 삼아 실생활에 적용하길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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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국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

1년을 활동기간으로 정한 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전 부원

어 살아감으로써 자연환경을 비롯한 모든 환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문제 개선을 위

맺고 있습니다. 미래를 주도해나갈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 동아리시간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적용함을 약속하였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면 지구촌의 문제가 되어버린 지구 온난
화 등과 같은 환경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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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환경 문제는 얼핏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생

[ 프로젝트 실천하기 ]

교환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교내 학생들의 타문화 이해력을 높이고자
교내 교환학생의 나라 알리기 캠페인(2016년 6월 1~15일)
핀란드, 프랑스, 일본 3개국의 음식문화, 인사말, 축제 등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한 뒤 본관 입구 게시판에 게시하여 학생들과
선생님,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내 교환학생들과 함께 의논하여
만든 것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 청소년 어울림마당-글로벌 페스티벌(2016년 7월 16일)
2016 청소년 어울림마당-글로벌 페스티벌의 본교 참가를 총괄함으로써 일본어
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의 5개과가 원활하게 문화체험을

타문화 이해력 증진 퀴즈 캠페인(2016년 6월 22~24일)
글로벌시대인 현대사회에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타
문화 존중의 능력을 키우고 이를 교내 학생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하여 타문화 이
해력 증진 퀴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본 캠페인을 홍보하는 홍보물 피켓과
함께 단순한 퀴즈 형식이 아닌 카테고리(법, 가족문화, 음식문화)로 나누어 돌림
판을 돌려서 나오는 카테고리의 퀴즈를 맞히는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
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면서도 생소한 타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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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진행하게끔 도왔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글로벌 페스티벌 참가를 소개 및 안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내하고, 주최 측(청소년 수련관)의 안내사항, 지시사항을 전달, 참가 측(본교 5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개과)의 부스 활동을 이해하고 주최 측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활동 기간동안 열정적인 활동들을 직접 기획하고 또 참여하며 여러 가지를

계획 및 기획 단계 이외의 당일 행사진행 시에는 활동 참가 확인 및 관리, 부스

느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및 주변 환경 정리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참여하는 여러

지난해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당시엔 기획자의 입장보다는 참가하는

국가의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들로, 언어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며 소통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 직접 프로젝

의 중요성과 문화 이해를 배워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문화축제를 총괄하거
나 국제이슈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다문화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제 탐색 입장표명서 작성(2016년 월 19일)

사람들에게 알릴까?’ 등의 생각들을 해보며 작은 활동들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

자신이 정한 국제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국가의 입장이 되어 주제 탐색

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입장표명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유네스코 총회와 같은 국제회의에서

기획하여 진행하며 수동적인 참여 자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더욱 능동적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국제이슈를 접해보는 계기가 되

로 택하는 식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들 중에서도 어

었습니다.

려워하고 낯설어했던 ‘경제정의’는 어느덧 친숙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진행하며 태도가 점점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
게 변해감에 따라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선
생님, 가족, 지역사회에, 또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력을 닿게 하
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활동범위가 넓어졌습니
다. 또한 올해에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들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고 불
특정해졌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타문화 이해증진 캠페인을 진행하였을 당
시 퀴즈를 맞히고 의외의 상식에 “아아~”, “어...?? 진짜?” 하고 놀라며 타문화
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

청소년 네트워크의 날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캠페인 진행

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2일)
전북지역의 여러 유네스코 고등학교들과 함께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발전교육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유네스코에서 이를 위해 진행 중인 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 및 사업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넓은 범위 중

해야 할까요?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자 외국어로 단어를 설명하여 보는 게임을

소통의 중요성은 많은 활동들을 다양한 단체들과 진행하며 천천히 깨달았습니

캠페인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캠페인 참여를 도왔습니다. 본 캠페인을

다.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에 참여한 것이 다른 학교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긍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창의적인 지속가능발

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관심사의 아이들이 모인 여행에서 그

전교육활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공동의 주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도움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 본교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꽤

기아체험(2016년 10월 24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캠페인의 장소를 교외로 옮기는

월드비전 전북지부 기아체험센터와 함께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아체험을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 장소를 사람들이 밀집한 번화가로 정하여 캠페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본교 학생들에게 빈곤의 의미와 심각성을

인을 진행하는 등 끊임없이 소통의 기능을 확대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하기도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길러서 많은 사람

하며 학생들과 함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의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

들이 새로워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습니다.

들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다. 올해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잘
염두에 두고 활동하여 창의적인 캠페인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교내 모의 유네스코대회(2016년 12월 중) 개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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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작년보다 더욱 창의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는 점인데, 이는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이

앞으로도 실시할 중대한 프로젝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

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 큰 역할

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

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상 외

캠페인 장소섭외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사전에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부족한

로 어려웠던 점은 아주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단체와의 협력활동들이 어

것 같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알리려는 것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려웠던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관심이

동하다보니 팀내 소통만으로는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

아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보물이다.”
지금의 함께하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김의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새싹이다.”
세계시민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새싹과 같은 상태에서부터
커다란 나무까지 세계시민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이지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상록수이다.”
언제나 늘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하며
우리 모두가 고취해낼 때 거창한 숲을 이룰 수 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이채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이다.”
여러 분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 세계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그 어떤 분야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최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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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흥고등학교

국경 없는 환경오염, 구경은 이제 그만!
학교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99(중화산동 1가 188번지)
지도교사
김병호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 삭, 양현우, 윤재석, 박준용, 이찬휘, 백의현, 최석규, 강윤석
김세영, 홍석주, 김순철, 양현우, 최규서, 최현서, 김민근, 조광희
이상빈, 이현우, 소재정, 하성훈, 은선영, 양희환, 이이삭, 박제용
소 산, 소재현, 최주혁, 김기석, 김병준, 박지환, 송예찬, 이윤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또한 수많은 쓰레기와 전기, 물, 종이, 음식물 낭

지 않는 플러그 뽑기, 전등 끄기, 잔반 남기지 않기와 같이 사소한 것부터 앞장서

비 등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지

서 할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다문화 관련 활동을 계속하여 우리와

역적인 규모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인 학교에

국적,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시민사회의 인식을

서부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를 개선해감으로써 지역사회의

바꿀 것입니다.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요즘 학생들은 물, 전기, 음식물 등 자원낭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뿐만 아니
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 인식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 낭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서 잔반 없는 학교, 쓰레기
없는 도로 등 누구나 원하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늘어나
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와 국적 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을 변화시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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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전북유네스코 네트워크

9월 13일. 9월 29일. 10월 6일. KOICA 세계시민교육

세계화가 일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 많아지는 다문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을 6시간동안 받았습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합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

세계 곳곳의 난민 문제와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제협력단에 대

꾸기 위하여 전주신흥고와 전북사대부고가 연합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많은 사

해서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람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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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8월 13일 전북지역 꿈찾기 프로젝트
입시제도에 치이고 사는 고등학생들, 바쁜 시대에 자신들의 꿈조차 잊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꿈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전

2016년 8월 17일 모의 유엔총회

북지역의 4개 학교(군산동고, 전북외고, 익산함열여고, 전주신흥고)가 모였습니

한국이 아닌 세계 곳곳의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다뤄 더 많은 사람에게 심각성

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힘들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미니게임을 준비

을 알리기 위하여 동아리원 전체가 9개국으로 나뉘어 각국의 대사로서 입장을

하고 가벼운 질문을 하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모의 유엔총회가 처음이었던 만큼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환경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16 4월 15일 세월호 희생자 2주기 추모행사
세월호 희생자 2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하여 교내에
서 추모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세월호 사건을 우리의
마음 속에 되새기는 계

2016년 4월 21일~현재. 천변 수질정화 활동

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천변인 ‘전주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고 수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활동이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
금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쓰레기를 줍는 우
리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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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있지만 더 넓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타지역 학생과도 함께할 수 있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캠페인이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북지역에 속하

야간자율학습 전 불 켜진 교실, 거리의 쓰레기들,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친구

여 있기 때문에 전북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참여하였지만 이 네트워크의 범위를

들에 눈길이 더욱 갔고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했

넓혀 다함께 활동을 할 때 프로젝트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또한 보다 많은 사람

습니다.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되었을 때,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면

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 이 사회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저녁
에 집에 걸어가다 길가의 쓰레기를 주울 때면 주위를 둘러보기도 했고 오히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쳐다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고 친한 친구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올바른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아서 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보단 먼저 나서서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던 분들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놀 때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애들을 보는 것은 보통이었

능동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사람들 역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어른들에게 직접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해드렸더니 지나가

고, 자원절약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
변 천변 쓰레기를 줍고 빈 교실의 불을 끄는 등 사소한 노력이 계속되자 친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친구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던 친구와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함께 길을 걷던 중 아이스크림 막대와 포장지를 호주머니에 구겨넣는 것을 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는 우리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모여 함께하는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고등학생으로서 학업이 중요한 만큼 다른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 친구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락망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

해야 할까요?

문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유네스코 네트워크 같은 활동을 좀 더

저희는 학교 내에서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유동인구가 많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 지역에서 캠페인 활동도 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큰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이들이 쓰레기 없는 한국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안경이다.”
서로가 더욱 더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전주신흥고등학교 양현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컵이다.”
내가 몸담을 수도 있고 남까지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신흥고등학교 백의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함께하는 것이다.”
인권, 환경, 문화 등의 문제 해결은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전주신흥고등학교 이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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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생고등학교

존중과 배려로! 영생고 인권 특공대
학교주소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33
지도교사
이미승 선생님

학생구성원
신재윤, 함민혁, 김서현, 김형묵, 박순범, 유창호, 이승민, 황진호
오정헌, 윤영민, 김석환, 송우석, 신동호, 이진욱, 김현준, 김민재
홍승기, 홍현기, 이재훈, 김지섭, 정영진, 방지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지적하고 싶었다. 흔히 백인보다는 아시아계에게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크게 작용

있나요?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원하는 인식의 전환은 크고 대단한 것을 말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거의 존재하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도 마찬

을 알리고자 하였다. 잘못된 인식을 바꾸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

가지라고 판단된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의 태도에 대해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달라질 것

그런 사실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전주에 위치한 공업단지에도

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므로, 인식 개선을 통한 인권 존중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고, 사회에서

마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프로젝트

의 그들의 인권 또한 신장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세계시민으

주제를 정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로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서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웃으로 살아가는 데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부정적
인 인식, 이를 테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타당한 근거 없이 범죄자가 되기 쉽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다고 쉽게 생각한다거나,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며, 무조건 가

•	우리가 문제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아리 내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난하다 등과 같은, 차마 말하기조차도 민망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고 하였
다. 특히 모든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 후에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	학교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질문지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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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공정무역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 홍보 캠페인

및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한옥마을의 입구와 오가는 사람들이 많

6월 중순경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사전 학습을 받고 한

은 한옥마을의 중심을 돌아다니며 진행하였다.

옥마을로 나가 공정무역의 개념, 필요성,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하였다. 더

•	5월 21일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에 대한 홍보를 교내 및
교외에서 실시하였다

불어 인권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전주에 많이 살고 있는 노동자 및
유학생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	유네스코의 핵심 주제들을 교내 다른 동아리와의 연합을 통해 교내 모의 유
엔 총회를 개최해 관련 법안 및 정책을 탐구하였고, 현재 다문화·외국인 노
동자 관련 정책의 실태는 어떠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토론하였다.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다시 한 번 실시하
였다.
•	마지막으로 11월에는 활동을 총정리하는 사진전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을 존중하는 의미의 전시회를 열고, 얼마만큼 인식 개선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여 일 년 동안의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정리하려고 한다.

2016 영생고 유네스코 동아리가 여는 모의 유네스코 총회
올해 12월에는 유네스코 동아리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교내 모의 유네스코 총
회가 열릴 예정이다. 교내 동아리들과 연합하여 각 나라를 맡아 철저하게 조사
한 후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여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최종 결의안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발전 캠페인
9월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 실천 방법 등과 더불어 본교 유네스코
동아리를 지역 사회에 홍
보하는 캠페인을 하였다.
전주는 예향의 도시인만큼
전통과 접목하여 세계시민
의식을 알릴 수 있는 다양
한 체험활동을 준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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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 수강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더웠던 8월의 어느 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통해 필리핀과 몽골로 교류를 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녀오신 선생님이 학교에 오셨다. 열정 넘치시는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다른 문화

지난 1년동안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편견보다는 친근감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다문화, 인권, 공정무역의 분야를
우리 동아리가 일년 간 캠페인을 할 핵심 가치로 정하고, 본교와 지역사회의 인
식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 필
요하고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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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러 주제의 전문가들을 직접 학교로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올바른 지식,
가치, 효과 등 정확한 관련 지식을 얻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학우들 및 시
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공정무역에 관련하여 공정무역 실천 단체인 <아름다운 커피>에서 활동하고 계
시는 간사님을 직접 초청하여 그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정무역의 과정과
효과, 필요성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실제로 당시 지진이 발생했었던 네팔에
직접 다녀오신 간사님의 생생한 체험을 들었으며, 원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네팔의 사람들이 공정무역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는지의 설명을 흥미

선생님, 그리고 교권에 대한 의식은?

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공정무역의 올바른 지식을 사람들에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을 맞아 펼쳤던 캠페인은 교권침해에 대한 내용이었다.

게 알리기 위해 직접 캠페인을 하며 공정무역의 필요성, 공정무역을 통하여 들

학생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알려진 현실과는 달리 교권은 그렇지 못하다

어온 제품들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는 것을 깨닫고 선생님들의 권리인 교권에 대한 홍보와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제시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를 하였다.

다문화와 인권에 관련하여서는 직접 몽골과 필리핀에 문화교류를 위해 유네스
코 아태문화원을 이용해 교사로 다녀오신 다문화 강사님을 초청하여 두 나라
의 문화, 생활, 그리고 두 나라에서 알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듣고, 직
접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보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먼저 다른 나라
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고,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우리나
라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 동아리원들이 참 많이 변화했다고 느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는 활발하
지 않아 캠페인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먼저 나서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외국인들에게도 다가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에게 이러한 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편견을 깨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마련해주신 다양한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전주
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가정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
게 되었고, 공감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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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된 전라북도 내의 다른 고

유네스코학교 간의 연합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

등학교 간의 네트워크 모임을 가져서 함께 다문화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였고,

킬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활동 중, 유네스코의 핵심 주제를 여러 학교에서 준비

전문강사님으로부터 ‘다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하였는데, 신기한 것은 같은 주제를 준비하더라도 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캠

알고, 직접 놀이를 해보고 전통의상을 입어보기도 하였다.

페인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그 때 다른 학교에서 준비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준

다른 학교 친구들과 활동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줌으로써 배려와 협

비한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고, 부족한

동의 자세를 배웠고, 유네스코 동아리 간 연합하여 한옥마을에서 함께 캠페인

부분에서는 다른 학교가 준비한 것을 참고하여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느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학교들과의 모임을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다음 캠페인을 진행할 때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

더 늘려서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위주로 운영해야

게 연합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간다면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단순히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

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수준있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가 서로 소통할 수 있

을 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 지역 간 학교의

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다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추진하고 싶은 캠페인들이 무척 많았지만 금전적 문제나 외부 활동을
할 때의 어려움들이 존재했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유네스코
의 핵심 가치들 중 집중해야 하는 것을 정해서 많은 것들을 캠페인하는 것보다
는 핵심을 제대로 알고, 홍보하기 위하여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외부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 이름이 써 있는 플래카드와 교복을 착용하고 캠페인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오히려 학생이라는 신
분이 강점으로 작용하였고, 졸업한 선배님들이나 학교에 대해 잘 아는 지역사
회 분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음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존중이다.”
세계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생각해주는 마인드가 제일 먼저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주영생고등학교 유창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호기심이다.”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주영생고등학교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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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도 직

있나요?

접 집에서도 천연 주방세제를 만들어보기를 원했다. 뿐만 아니라, 천연주방세제를

현재 우리 학교는 진로상담실, 과학실, 각 학년 교무실 및 본교무실과 화장

통해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학생들의 환경에

실 등 많은 곳에 합성주방세제가 비치되어 있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청소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시간에 설거지를 배정받은 학생들이 이 세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계면활성제와 같은 유해 성분들이 학생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들의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합성 주방세제의

천연세제에 더해 실내 적정온도 맞추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과 같이 환경을

무분별한 사용으로 발생한 폐수는 배수관을 부식시키며 자연으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변에서 찾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흘려보내짐에 따라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교에 합성세제 대신에 우리 동아리에서 만든 천연 주방세제를 배치하여
재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세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
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천연레몬주방세제는 만드는 방법과 재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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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읍리에서 열리는 ‘메밀꽃 축제’에 유네스코학교
가 참가했다. 제주도가 원산지인 메밀을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메
밀로 만든 음식’을 주제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폼보드를 제작했다.
또한,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인 제주도 사투리를 활용하여 동일한 주제의 역할
극을 준비한 후 축제 당일 도내 중·고등학생 및 교사와 관광객 앞에서 발표했
다. 준비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음식과 그 음식을 사용한 퓨전요리
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사투리와 같은 특별한 제주도의 문화를 알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8월 11일, 세계시민여행에서부터 전
북·강원 지역 학생들과 의논해 온
‘꿈 찾기 프로젝트’ 캠페인을 제주 시
청 앞 길거리에서 실행하였다. ‘꿈 찾
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꿈을 ‘직업’에
만 한정시키는 요즘 사람들의 인식
을 변화시키고, 이 캠페인에 참여한

7월 12일, 레몬과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여 천연 레몬주방세제를 제작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꿈에 대해

제작한 12개의 세제를 교무실, 화장실, 진로 상담실, 과학실 등에 배치하여 청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

소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처음에는 효과를 보였으

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나 제작 과정에서의 실수로 모두 수거하게 되었다. 하지만 천연 레몬주방세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신의 꿈을 소

제작을 통해 계면활성제와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합성세제를 대신할 친환경

개하는 SNS 손글씨 릴레이를 추진

적인 대체품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직접 일상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하였다. 동아리 부원들 또한 꿈을 직

수 있는 제품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업으로만 생각했었으나, 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편견을 깰 수 있었다.

9월 21일,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제주외고 전교생에게 ‘세
계 평화의 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학년 복도 및 급식
실에 붙여 놓았다. 포스터에는 ‘세계 평화의 날’의 정의, 가치 그리고 이 날을 기
념하는 다른 지역의 행사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세계 평화의 날’에 대해
조사하고 포스터를 만들면서, 동아리 부원들은 이 날과 세계 평화에 대해 관심
을 갖게 되었고, 이 날을 모르고 있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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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많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봄으로써 익숙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려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이후 바쁜 학교 생활, 기숙사 생활에 우리 지구에 대해 신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쓰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다보니 점점 귀찮아지
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쓰지 않는 전기 코드 뽑기, 물 잠그기, 분리배출 등과 같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이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들도 소홀히 하게 되었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 하지만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지난 5월에는 ‘메밀 꽃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제주도에서 생활은

깨닫고 쓰지 않는 전기는 끄고, 실내 적정 온도 맞추기, 세탁기를 사용할 때에

하고 있지만 정작 ‘메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못

는 고온보다는 저온의 물을 사용하기 등 직접 실천하려는 나의 모습을 찾아볼

할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사용하여 폼보드를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역할극 또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축제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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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서 동아리 부원들끼리 저녁시간에 모이기도 하고 밤 늦게 까지 준비하고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연습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천연 레몬주방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되

내가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많

었다. 주방세제를 만드는 설명서에서는 거품이 일어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주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

조심스럽게 재료들을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재료들을 넣어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다. 가족들에게 우리 지구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

도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거품이 계속 올라왔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

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을 잘못했는지 몰라 부랴부랴 치우기에 바빴다. 처음에는 사용하기에 괜찮았으

된 것 같다. 아직은 몸에 익숙하지 않아 가끔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습을 보지

나 나중에는 사용하지 못해 모두 수거하고 말았지만, 이번 실패를 통해 좀 더

못할 때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려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습을 알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해야 할까요?

아무리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이런 저런

프로젝트 활동 중 ‘메밀꽃 축제’에 참가하여 제주도내 유네스코학교들과 ‘메밀’

활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없어서는 결국 아무것도 이

을 주제로 서로가 준비한 발표를 보며 소통하였다.

루지 못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 그리고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단지

법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동아리가 활동하는 모습이나 포스터를 통해 자주

관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를 조금 더 가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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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고등학교

Jungsan E (Environment)-CLEAN UP Project
학교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90(중산동 1554번지)
지도교사
박영일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현빈, 최지은, 이윤창, 서민선, 정혜승, 조수빈, 진수민, 안석진
이서연, 천소영, 최서연, 박진영, 서민선, 조우정, 백승철, 조승현
채수아, 최민지, 최유정, 백선아, 김윤지, 김하늘, 조성빈, 이수현
이혜승, 김민경, 송다솔, 김신명, 이동현, 이윤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름답게 해드리고 멋진 사진을 찍어 프린트해드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세대 간

있나요?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작한 명화

우리 학교가 내년에 개교 20주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학교 주변, 지역 환경

그림을 센터에 걸어드렸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교육 사진전을 통해서 문화 및 지

및 교내·외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적게나마 인식 개선에

역에 대한 인식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보탬이 되는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교내에서는 환경 인식 개선
활동으로 벽화 그리기, 학교 외적으로는 주변 요양원 등의 소외된 어르신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을 찾아 재능기부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사진전을 기획하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반성해보고 변화시키기

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학교 또는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으로 만드는 노력하기
• 각자 자신이 지닌 재능을 기부하여 주변 환경과 다른 이웃들의 변화 및 도움주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교 내에서는 환경 인식 개선활동을 병행하면서 벽화그리기를 진행하였으
며 이 활동을 통해서 학교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
고 이로 인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학교 외에서는 학교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백송주간노인보호센터와 연계
하여 학생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메이크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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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활동 등을 통해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발전적 미
래를 이끌 통합적 사고 및 실천능력을 갖춘 인재되기

환경개선 활동 - 벽화그리기

아프리카 사진전

큐레이터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교내 환경 개선활동으로 벽화그리기 활동을 한

박영일선생님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찍은 사진을 전시·준비하는 과정을 도와

학기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접 학교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를 알게 되었고, 마치 아프리카의 일상생활을 보

있게 되었으며, 우리 힘으로 개선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수확이었

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진 전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습니다.

이 새롭게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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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아름다운 사진 찍어 드리기 - 노인복지관
학교 주변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메이크업을 해드리
고 아름다운 사진 찍어드리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복지관 내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명화를 걸어드렸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얼
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도 감동을 받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
음먹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나무
노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를 했는데 나무 형태의 종이에 원
인과 결과를 나눠서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노인문
제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평소 노인문제 및
사회문제에 무관심했던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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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처음에는 활동이 막연하고 “그냥 시작하는 가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

까요?

체적으로 계획을 반복해서 듣고 같이 활동을 해보니 “아! 이거였구나” 하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다. 백송주간노인보호센터(경기 고양시 일산동 소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연

그 예로 학교 및 지역 주변 환경에 무관심했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조금씩

락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흔쾌히 수락을 해주어서 무리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없이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교육 사진전을 통해 전교생에

을 전시하면 좋겠네”,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

게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들었습니다. 소심했던 마음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
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

동아리원들이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던 부분은 벽화 그리기 및 백송주간노인복호센터에서의 활동이었
습니다. 벽화그리기는 치밀한 준비와 실행으로 결실을 본 것 같습니다. 백송주간노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

인보호센터 방문은 처음에는 우리를 반겨주실까 했지만 의외로 사랑과 정을 듬뿍

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

받고 온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같이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스

났나요?

케줄과 생각의 차이로 한꺼번에 움직이고 모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지켜만 보셨는데

격려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에 대해 어느 때부터인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환경개
선활동으로 벽화를 그릴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완성하고 나서는 우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코

리들 덕분에 학교환경이 아름답게 변했다는 말을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

우리가 그린 벽화장소는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는 3개의 공

게 적어주세요.

간이 있는데 항상 쓰레기와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벽화를 그

우선 학교 전체에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무엇인지 지금은 알

려 지금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지만 처음 접하는 이들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할 수 있
는 부분만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길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미래를 기약할 수 있고,
지구공동체 속에서 내 꿈을 실현하고, 내 미래를 조각할 수 있도록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중산고등학교 정혜승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불개미이다.”
불개미 떼는 위험한 일이 있을시 항상 뭉쳐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간다.
중산고등학교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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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고등학교

모두가 우리에게 진해!
학교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100
지도교사
이혜진 선생님, 김순덕 선생님

학생구성원
조권영, 김규태, 제건영, 강산해, 김민제, 김현준, 윤준혁, 윤다운
전종원, 최찬종, 박민우, 우수현, 권도하, 정규도, 박규동, 박준혁
이채원, 김성재, 장석원, 조현준, 김채민, 전민기, 나민석, 류형석
한승윤, 권진근, 공국성, 박건웅, 조하온, 김태원, 문진성, 정동희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여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는 문화의 홍보와 유지를

있나요?

목적으로 하여 명소와 문화재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주변 환경을 정화하

우리 주변 지역은 학교 주변이나 학교 내 시설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

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나 청결하지 않은 채로 방치된 곳이 많아서 교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진해에는 미군 고문단이나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진해구 전체로 보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산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공단이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업단지 등이 많아 심각한 환경오염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지역민들이

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거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대상으로 ‘꿈나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환경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

동아리는 다문화 인권 관련 캠페인과 인식 설문 조사 활동을 통해 주민 인식 개

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정책과 맞추어 학교 내에서도 유네

선에 앞장서야 하고, 교내 미군 협력 동아리와 협업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스코 동아리가 환경보호 관련 활동들을 진행하였는데, 진행 중 좁은 범위에

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부스 운영을 함으

서의 환경정화 운동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더 광범위하고

로써 주민들에게 더더욱 친밀감을 조성하여 차별 인식을 없애도록 노력할 필요도

전 지역적인 캠페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관광 명소나 문화재가 있어 많은 외부 관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 규모에 비해 우리 지역의 문화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폭력의 예방은 인권존중에

재와 관광 명소를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

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권 보장을

의 관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관심의 부족으로 명소들은 쓰레기더미로 덮

위한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인권존중과 폭력예방을 위해 교내 캠페인 활동을 지속
461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적으로 펼치고, 동아리 시간을 이용하여 인권영화를 상영하거나, 유네스코 게시

진해 여좌천 환경정화 활동(4월)

판을 통해 인권 존중의 필요성과 폭력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

우리의 활동은 언제나 우리 지역의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와 함께 합니다. 우

며 우리의 프로젝트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리는 동아리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여좌천 정
화활동을 합니다. 여좌천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축제기간이면 쓰레기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늘 말썽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여좌천을 찾아 어지럽게 널려있는 쓰

올해 우리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기존에 수행했던 개인컵 들고 다니기

레기를 말끔히 치우며 진해를 찾은 관광객이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노력하였습

운동, 일회용품 사용 근절 캠페인, 급식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 에코백 제작 등

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쓰레기가 줄었다는 2학년 형들의 말을 들으며 조

의 활동과 더불어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금씩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소나 구석진 곳의 쓰레기를 치우고 그곳에 화분을 설치하거
나 꽃을 심어 두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인 게릴라 가드닝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가 꽃을 심어둔 곳에서는 더 이상 쓰레기가 버
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네 어르신들께서 꽃을 관리해주고 우리의 활동
을 칭찬해주기도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좀 더 많은 곳에 작은 꽃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우리는 벌써 내년 봄이 기대됩니
다. 또한 우리는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나 문화재를 알리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문화를 지키고, 환경 정화 효과를 모두 얻기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 문화재를 자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변 가까운 지역 학교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협력한 활동을 시도해 보았습
니다. 다행히 진해 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연락이 되어 교
류활동을 하였지만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활동들이 조금씩

교내 화단 관리 및 교내 정화 활동(4월부터)

알려지고, 조금씩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교내 화단에 꽃을 가꾸어 학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면서 우리 동아리원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여러 부

교 환경도 가꾸고 친구들이

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고

화단에 쓰레기를 던지지 않도

인식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활동을 알

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

리고, 많은 친구들과 지역 주민분들의 동참을 통해 우리의 프로젝트를 모두의

구들이 화단에 쓰레기를 던지

프로젝트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 않고, 우리와 함께 화단을
가꾸며 산책을 하는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공간이 되었습니다.

•	학교와 집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텀블러 사용
을 권장하거나 선물한다.
•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진해 지역 문화재를 답사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
류하여 우리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	다른 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화의 다양
성을 존중하는 행동을 실천한다.
•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진해지역과 지구의 작은 평화 그리고 변화를 이끌
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 수준에
서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

진해 문화재 탐방(5~9월)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답사하는 시간은 주로 학교시험이 끝난 오후시간입니다.
올해는 특히 진해 우체국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해 우체
국은 1912년에 준공된 목조건물로 우편이나 전기통신 업무를 취급하던 곳이
며, 현재 사적 291호로 지정되어 진해의 소중한 근대역사 자료가 되는 곳입니
다. 진해 지역에 일찍이 러시
아 공사관이 자리잡고 있었던
까닭에 전체적으로 러시아풍
의 근대 건축이지만 배흘림기
둥을 발견할 수 있어서 당시의
러시아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
의 융합을 간접적으로나마 경
험할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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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산 공동 행동 참가(8월)

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네스코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경남, 부산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과 함께 ‘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지역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였습

교내 인권, 평화 캠페인 활동(7월)

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반면에 꽤 많은 사

최근 이슈가 되는 인권문제와 평화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람들이 꿈이 없다고 답하여 괜히 조사를 하던 나 자신이 씁쓸하였고 동시에 나

그 후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는 꿈을 가지고 있을까 하

인식을 심어주었는데, 활동 자

고 되묻는 계기가 되었습니

료를 만들면서 새로운 사실을

다. 이러한 되물음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고 친구들을 대

꿈을 가진다는 것은 곧 행

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

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으로써 인권과 평화에 대한 문

는 것을 의미한다고 깨달았

제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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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도 무심코 지나쳤던 건물에서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참가(10월)
게릴라 가드닝 활동(9~10월)

창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참가하여 ‘세계의 전통놀이’라는 주제로 창원 시민

학교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의 고민거리였

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아리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

습니다. 대신 치워주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연히 ‘게릴라 가

다. 세계 전통놀이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니 처음에는 낯선 놀이였지만 시

드닝’ 활동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실천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

간이 흐르니 꼭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마냥 익숙해졌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든 작은 화단에는 더 이상 쓰레기가 버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우리

려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이 활동을 더 넓혀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는 참가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편견
없이 행동하기 위한 ‘세계시민서약운동’도 함께 펼쳤습니다.

진해 지역 관광명소 탐방 및 환경정화(7월)
기말고사 후 진해 제황산을 계단을 통해 올라가 보았습니다. 진해 제황산은 풍
수지리에서 임금이 나올 명당
이라고 하며, 이 산은 계단을
통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계
단은 그 수가 365개여서 1년
계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계
단 하나하나를 밟으며 앞으로
1년을 다짐하며 왕처럼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되리라고 다짐하
며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프
로젝트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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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네스코 동아리가 한 팀으로서 세계 인권, 다문화, 평화 등의 여러 가지 모토를

해야 할까요?

바탕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동아리의

우리는 다른 학교의 친구들,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원시가 주관하

일원들은 지역 주민들, 학생들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협동을 통해 관계에

는 행사에 참여해서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거나 서명 운동을 받으며 소통하는

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역

방법을 생각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천을 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와 함께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났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바람입니다. 지금은 친구들을 통해

여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이나 리더십에 대해 배웠고,

SNS로 소통하며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교류와 우리의

협동의 중요성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프로젝트를 함께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나 세계문화, 평화 등에 관심이 부족했음을 알고 성찰하면서, 그로 인해 더욱
완벽하게 조사하고 활동함으로써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평소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어 동아리원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고, 다문화, 인권, 평화 등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이 우리 계획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완
벽하게 해 내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캠페인, 앙케이트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활동은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기대보다 못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대보다 성공을 거두었던 여러 활동들의 공통점을 찾아보

우리는 항상 학생이나 지역 주민의 주변에서 인권, 환경 관련 캠페인 활동을 추

니 모든 동아리원의 협동이 잘 이루어졌고, 토의가 활발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식부

많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기대보다 성공을 거두지 못한 활동들은 몇몇 과정에

터 개선해나가자는 점진적인 의도였습니다. 그 의도에 맞게 캠페인 결과 다수

서 협동에 균열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아리는 가장 단순하지

의 학생들과 학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인권, 다문화.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

만 중요한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대화와 토의를 통한 활동이

각해보고 인식이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의 관광 명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소인 여좌천의 환경이 보다 개선되었고, 제황산 공원, 진해 우체국 등을 찾아가
는 주민들도 예전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외국인을 만나게 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었을 때 거리낌 없이 대하고 밝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현저히 늘었다는 점에서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우리 주변 지역에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앞으로 우리 동아리는 1년의 활동 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전보다 많은
활동을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유네스코학교와 협업하여 활동도 보다 광범위하
고 활발히 진행하는 방안도 더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언젠가는
창원시라는 지역사회와 함께 협동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고 싶다는
목표도 생겨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K-pop이다.”
전세계로 뻗어 나가 세계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진해고등학교 김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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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학고등학교

Changwon Society Happiness project
학교주소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159번길 30
지도교사
양덕임 선생님, 이종직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동혁, 장혜운, 김동혁, 박혜진, 이찬미, 장재윤, 최수민
박성우, 김유진, 조수민, 김정원, 김기우, 김태현, 이정욱
이현석, 황상원, 이수빈, 이신우, 조해인, 이정현, 김민경
문지욱, 유광호, 최연수, 이세진, 이예진, 박희영, 박민현
안동준, 이수현, 허서준, 박수빈, 김가희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평화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미래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고등학교 학생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

• 환경을 살려라! 사진전

식과 모두를 위한 과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교내 학생과 및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이 처한 문제점을 직시할 수

또한 지역에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하천과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환경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있

에서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화와 환

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며, 몇몇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효과를 보여준다는

경을 사랑하는 과학도’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학교와 지역에도 긍

것을 시각적 자료인 사진을 사용하여 보여줍니다.

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평발 DAY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만이 아니라 전교생 모두가 생각을 해보고 예방 방법을 찾아보면서 과학기술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평화,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아리 愛人-SCI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 많은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과학과 환경에 관심을 가

발전과 함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과학도로 학생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행사의

지고 스스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양봉과 같이 지속가능한 삶을 실

목적이며,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과학의 날(11월 10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하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평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과학도의 자질을 길렀

• 인권 및 평화 피켓 활동

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영상 자료로 제작하여 SNS 등으로 활동을 공유하

- 유네스코 환경 동아리 愛人-SCI 동아리는 반드시 참여합니다.

여 ‘평발과학’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평화

- 아침에 3번 지각한 학생이 점심시간에 피켓을 드는 활동에서 피켓을 그 주간만

와 환경을 사랑하는 과학도’로 성장하고, 학생들의 변화가 다른 학교와 창

愛人-SCI에서 제작한 피켓을 사용하도록 학교에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원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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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기부활동

과학전

기부활동은 크게 3가지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멸종위기 동물알림

과학전 활동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에게 적정기술과 그 장

팔찌를 학생들에게 판매하였고, 약 1달 뒤에 열리는 축제 수익금을 문화부와 협

점, 그리고 태양전지의 과학적인 원리와 쓰이는 용도를 안내해주고 직접 Life

력하여 모두 기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SNS 릴레이 글씨 형식으로

Straw 등을 사용하여 적정기술의 예를 보여주고 여러 기술을 소개하고 그 속의

창원과학고 내에서 저희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목하는 형식으로 릴레이에 참여

과학적인 원리를 맞춤 설명해주었습니다.

하고, 기부금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내는 방식으로 기부활동을 하였습니다.

환경의 날
• Earth Hour
Earth Hour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
성을 인식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등 지구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작
한 환경운동 캠페인이며, 3월 셋째주 토요일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소등
을 합니다. 愛人-sci 동아리 부원 모두(16명)가 토요일 귀가 후 학원이나 집 등
각자의 위치에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남겨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영상을 愛人-sci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공유하여 과학고의 바쁜 생활로
외부 행사나 캠페인 등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 Earth Hour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고 페이
스북을 통해 학교 친구들과 다른 사람에게 EARTH HOUR를 알리며 동아리 부

별자리 공부방 프로그램

원들 모두가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자리 공부방은 궁극적으로 가난한 캄보디아 끄로압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교

• 식목일

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과학을 중심으로

4월 5일 식목일, 이 날만이라도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나 꽃 등을 심어 환경

교육이 진행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천문 분야의 별자리를 주로 다룹니다. 별자

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리 공부방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을 기부받았습니다.

패랭이꽃을 심었으며 팻말을 달아 주변 사람들도 식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 에코노트 제작
학교 재활용 쓰레기 통에서 종이류 통을 보면 일주일 정도만 되더라도 그 통이
꽤 많이 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면지를 모아 스프링으로 엮어
만든 노트를 ‘에코노트’라고 하는데 이 에코노트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할
것입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면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이점에 대해 생생하게 인
식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양봉 실시
작년 ‘사람과 벌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연장하여 도시 양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 활동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시 양봉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Earth Hour 실천
Earth Hour 실천과 동영상 게시를 통하여 Earth Hour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하
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지구 환경보존에 기여했습니다.

식목일 기념 식물심기
4월 5일 식목일, 꽃과 식물들을 심어 환경을 위해 이바지하였습니다. 수국화를
심어 아름다운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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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 알림 팔찌 공동구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이번 공동구매를 한 팔찌는 NEW : KIT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알리고 환경에 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한 의식변화가 일기를 바라며 만들어진 것인데, 북극곰, 고래, 펭귄 등 멸종 위

레인보우 프로젝트 전에는 세계시민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레인보우 프

기에 처한 동물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에코

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란 무엇인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

팔찌입니다. 오프라인 구매 시 9,000원의 가격이지만 이번 공동구매는 7,000

야 할 소양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동아리끼리 협동해서 전교

원의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었습니다. 구매가격의 10%는 멸종위기 동물보호를

생과 함께 고민과 그 해결책을 생각하며 활동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재미있었습

위해 세계 야생동물 기금협회(WWF)에 기부가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팔찌이며

니다. 또한 전에는 세계시민으로서 지구공동체를 가꾸어나가는 방법을 직접 정

창원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총 67개를 구매하였습니다.

하고 내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하니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기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으로 몇 달 전 있었던 과학전 행사는
적정기술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시켜줌으로써 지구 공동체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 알림팔찌 공동구매는 세계야생동물기금협
회에 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통해 지구적 문제를 지역에서 행동하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평화롭
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청소년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진행 중인 창원과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과학의 날 사진전을 SNS를 기
반으로 졸업생들을 포함한 창원과고 학생들과 일부 외부인들의 참여로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지구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
게 우리 창원과학고등학교의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활동을 늘리고 SNS를 기반으로 한 우리학교 학생
뿐만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가능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Earth Hour 실천

식목일 기념 식물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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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그래서 저희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조급하지 않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천천히 친구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인식변화와 전 인류적인 문제에 대

과학고등학교 특성상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학교생활을 하기는 어려움

해서 인지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였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인식

이 있으며 학교에 있는 동안 야외외출이 불가능한 점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교

이 개선되었습니다.

내 학생들의 수가 적고 교내 활동이 많아 학생들이 평소에도 지쳐있어 프로젝
트 참여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1회 동아리 시간과 주말, 공휴일 등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을 적절히 활용하며 평소에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며, 활발한 홍보 활동과 주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말을 이용하여 본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직접 소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아쉬웠습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식이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의 특징 중 하나인 국제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

있을지, 어떠한 접근방식이 필요한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었습니다.

저희 학교학생들이 주변에 무관심한 만큼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거꾸로이다.”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전에는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의 자세가 부족하였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을 깨달았고 나 자신이 아닌,
거꾸로 세계를 먼저 생각하는 능력을 길렀다.
창원과학고등학교 문지욱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공정성이다.”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와 지역과 교류와 협력을 하고,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면서 세계 문제를 연구하였다. 학교에서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통해
지구적 문제를 지역에서 행동하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청소년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창원과학고등학교 박민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외장 하드이다.”
내 외장하드에는 여행사진과 학교 과제물, 친구들과의 사진, 친구들과 찍은 동영상 등
내 추억이 담긴 순간이 거의 모두 들어있다. 그래서 가끔 외장하드를 훑어보며 추억을 되새기곤 하는데,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그 외장하드와 같다.
창원과학고등학교 허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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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당고등학교

신세계 (신당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 2길 35(신당동)
지도교사
조은별 선생님, 박성준 선생님

학생구성원
배하나, 이애림, 정희정, 최성,운 김나림
안수연, 황민영, 서미진, 최현지, 유동호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	다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문화 및 한글에 대한 이해

•	다문화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교 문화를

를 돕고 싶었습니다. 또한 교내의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에 대해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천안에 있는 많은 학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교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재학중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	환경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교내와 지역사회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

가지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와 학교 주변의 쓰레기 및 담배꽁초를 치우면서 깨
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정화를 위해 작은 행동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해서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서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개선을 돕고 싶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다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정기적인 다문화 교육봉사
• 교내 및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한 등굣길 환경정화 활동
• 환경보호를 위한 알뜰장터 개최
•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른 공경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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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등굣길 환경정화 캠페인
교내 및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을 위하여 아침 등교시간에 쓰
레기 및 담배꽁초를 줍는 활동
했습니다. 조를 편성하여 20
분 일찍 등교하여 쓰레기를 줍
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느
꼈고, 지역 주민들의 감사 인
사를 통해 뿌듯한 감정을 느꼈
습니다.
교내 식목행사

다문화 체험부스
천안의 사랑 나눔축제에서 행복한 다문화 가족 연합회와 연계하여 다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전통의복을 입어보는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렀습니다. 또한 해외 이주민들
과의 소통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을 해소했습니다.

교내 지역사회 어른 공경 행사

다문화 교육봉사
천안에 소재한 행복한 다문화 가
족 연합회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이 많이 모이는 것을 확인하고 주

교내 식목행사

말마다 교육봉사를 갔습니다. 한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교내에 세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식목행사를 했

교육, 전래동화 및 이솝우화 읽어

습니다. 식목행사를 통해 교내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짐하였고, 지구

주기 등 교육봉사를 통해 한국 사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

지역사회 어른 공경 행사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학교 주변에 위치한 경로당 및 노인회관의 어르신들을 학

었습니다.

었습니다. 다문화 교육봉사를 통해

교에 초청하여 식사 대접, 카네이션 수여식, 손 마사지, 안마, 노래자랑 등 행사
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길렀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간 화합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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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고, 다문화 교육봉사를 위해 주말마다

해야 할까요?

봉사기관에 가는 등 처음에는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

천안에 소재한 행복한 다문화 가정 연합회와 연계하여 지역 축제에서 다문화 부

니 뿌듯한 활동들이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선생님들과

스를 운영하였고, 다문화 교육봉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했습니다. 또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학교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칭찬도 들으면서

한 신당고등학교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여 활동에 대한 홍보했습니다.

서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모
아서 신당 알뜰 장터를 개최하면서 물건의 소중함을 느꼈고, 알뜰 장터 수익금
을 교내의 어려운 학생에게 기부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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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봉사 기관을 섭외하는 것이 힘들었습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니다. 교내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해 여러 기관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알아보았지만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환경정화 활동, 알뜰장터, 지역사회 어르신 초청행사 등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하여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기관의 행사에 도움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내의 많은 재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물품

한 다문화 가족 연합회라는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 및 재능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더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도미노이다.”
내가 청소년 세계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면 내 주변 친구들도 청소년 세계시민이 되기 때문이다.
천안신당고등학교 이애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단풍이다.”
계절이 변화하면서 서서히 물드는 단풍처럼, 나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서서히 청소년 세계시민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신당고등학교 최현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피아노 선율이다.”
건반들의 다른 소리 들이 모여 피아노 선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많은
청소년 세계시민들이 다양한 생각과 봉사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천안신당고등학교 최성운

471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청명고등학교

청명에 피어나는 다문화와 세계화의 꽃!
학교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6-1
지도교사
손재희 선생님, 현용욱 선생님

학생구성원
안희진, 장영보, 고예빈, 김유림, 정윤민, 김성민, 김민재
함정헌, 이성준, 이성경, 박윤정, 전예진, 김가람, 김은지
송희진, 허민영, 김규리, 박다영, 유서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

있나요?

다. 다문화는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인권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능동

수원시는 다국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각종 연구소들과 외국인학교가 있어 다

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그들의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몰려 사는 지역들이나 활동지역이 나뉘고 있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고,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부정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편견이 굳어져가고 있

다문화 전문가팀

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주변 배경은

1. 캠페인 활동

프로젝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 피켓 준비, 다문화 관련 퀴즈 준비

것이라고 기대가 되며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이다.

•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다문화 가정의 권리, 재한 외국인의 권리, 새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2. 다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다문화에 대해 사람들은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길을 가다

•	청명고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 조사 후 다문화 관련 지

민의 권리’ 각 조별로 하나씩 담당하여 캠페인 활동 후 보고서 작성

보면 어렵지 않게 외국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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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활동 실시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3. 다문화 관련 영화 시청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곤 한다.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해

• 다문화 영화를 보고 난 후 감상문 쓰기

변화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명

4. 다문화 신문 발행

• 1학기 1회 발행을 목표로 각 조별로 역할 분담해서 진행
(취재 기자, 그림, 편집, 기사 작성 등)

2016년을 힘차게 달려갈 새로운 부원과 유네스코를 시작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이 된 1학년들과 3월 30일날 처음

5. 다문화 관련 표어 및 삼행시, 포스터 공모전

만났다. 처음 만난 우리들은 유네스코 동아리에 들어온 계기와 1년동안 꼭 해

• 다문화 관련 주제로 1, 2학년 대상 실시

보고 싶은 활동,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어떤 걸 선택할지 정하며 1년간 유네스

6. 동아리 발표 대회

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	다문화와 인권에 대한 사진 및 그림 전시. 세계 음식 바자회 및 퀴즈. 수익금
모두 관련 단체 기부
7. 다문화 관련 토론 대회 개최

유네스코와 마에스트로가 손을 잡다
4월 13일 교사를 준비하는 동아리인 마에스트로와 연합하여 캠페인에 사용할

•	다문화에 관한 다양한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

피켓을 제작했다. 유네스코의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인권과 마에스트로 동아리

8. CCAP(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수업) 참여를 통한 다문화 및 세계화 이해

의 주 목적인 교사 관련 내용을 합하여 교권침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켓을 제

인권 전문가팀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다

1. 인권 캠페인 활동

짐하게 되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작하였다. 평소 학생인권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교권에

• 피켓 준비, 인권 관련 퀴즈 준비
2. 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
• 교내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3. 인권 관련 토론 대회 개최
•	인권에 관한 다양한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
4.	선생님이 직접 되어보는 동아리인 ‘마에스트로’와 연합하여 인권 중 교권을
주제로 캠페인 진행
5. 인권 관련 영화 시청
• 인권 영화를 보고 난 후 감상문 쓰기
6. 동아리 발표 대회
•	다문화와 인권에 대한 사진 및 그림 전시. 세계 음식 바자회 및 퀴즈. 수익금
모두 관련 단체 기부

교권침해 캠페인을 진행하다
5월10일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해 각 층의 복도 계단 앞에서 ‘교권침해란 무엇
인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피켓을 들고 ‘선생님 감사
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평소 선생님들께
감사하단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선생님께 감사했
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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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선생님 저희의 작은 선물을 받아 주세요

세기 세계화에 걸맞는 진로를 가진 친구도 있었고 경찰, 선생님을 꿈꾸는 친구

5월 13일에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우리의 마음이 적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어

들도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고

1.2.3학년들이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적기 캠페인을 했다. 각 층마다 종이를

무엇보다도 동아리에서 진로 발표를 추진하면서 개개인이 자신에 대해 성찰해

붙여 놓았는데 학생들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뿌듯했다.

의 반응이 매우 좋았
고 선생님들은 이 편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수업-나는 대한민국을 빛낼 사람이 될 것이다

지 앞에서 사진을 찍

9월 7일 인도네시아 선생님의 ccap 수업을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 입

기도 하시는 등 학생

어보기, 전통 음식 먹어보기, 유명한 노래 부르기, 전통 춤 배우기, 간단한 인사

과 선생님 모두에게

말 배우기 등 인터넷을 통해 얻지 못할 정보와 현지인에게만 배울 수 있는 인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네시아의 전통적인 모든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번 ccap

이 캠페인으로 선생님

를 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ccap를 준비

과 학생들이 좀 더 가

해주신 선생님으로 인하여 고정관념이 없어졌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호감이 매

까워질 수 있었던 것

우 상승했다. 우리는 이번 ccap를 통해 인도네시아 선생님처럼 나라의 이미지

같아 보람있었다.

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수업-세계로 나아가자!
6월 15일 브라질 선생님과 ccap 수업을 유네스코실에서 들으며 브라질의 문화,
의상, 전통게임 등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또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브라질 전통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았다. 처음 ccap 수업을 받으면서 타국에 대
한 관심이 생겼으며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고 세계화에 걸맞은 인재
가 되는 데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아 뿌듯했다.

인권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10월 16일 인권과 다문화로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설문지 돌
리기를 하기 위해 수원역에 갔다. 우리가 직접 만든 설문지를 교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라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겁도 났지만 한 두 번 하고 난 후 자신감이
붙어서 적극적으로 설문지를 돌릴 수 있었다. 캠페인 및 보고서 작성에 유용하
게 사용될 설문지를 돌리면서 사람들의 인식조사를 할 수 있어 뿌듯했다. 또한
동아리 부원들 간에 친밀감이 더 쌓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진로발표-나는 누구이고 내 진로는 무엇인가
8월 24일 진로발표를 했다.
유네스코 동아리에 들어온
목적이 확고한 우리 동아리
구성원은 각자 희망하는 진
로에 대해 ppt를 만들어 발
표를 하였다. 외교관, 국제
회의 전문가, 통역사 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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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소통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된다. 또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한, 유행과 세대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문화에 대하여 안일하고 미온

생각한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유행에 뒤처

적인 태도였던 전에 비하여 다문화 사회에 맞추어 그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

지거나 혹은 모든 세대의 관심과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불편해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말

들어 하나의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진행하는 것도 더

이 없어질 정도로 세계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민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라는 단일의식보다 다문화 사회에 맞추어 모두가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해

생각이 든다.

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한 인권 문제도 같이
생각하게 되어 그들이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이를 해결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수 있는 방안들과 인식 개선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또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있는 방안들을 추려내어 친구들과 함께 실행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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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인권 관련 교권침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예상 외로 어려웠던 때는 교
내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사랑합시다’라고 외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는 활동을 진행할 때였다. 다수의 아이들이 저희의 피켓을 보지 않고 무관심한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많지 않아 학생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 자신의 변화가 선생님,

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

실제로 캠페인 활동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고 생각했다.

이 긍정적으로 바뀐 선생님들도 계셨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족들과 같이

하지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면

생각하면서 어떤 점이 잘못된 인식이었는지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알려주고

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다. 이는 저희가 단순히 가만히 서서 피켓을 들

자 노력하여 가족들이 다문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는데 도움을

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부끄럽더라도 용기내어서 내뱉은 한 마디 한 마디

주었다. 또한 교외 캠페인인 설문조사와 다문화 홍보 캠페인들을 통하여 지역

가 관심과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닐까 싶다.

사회에서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하여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교사, 사회 등 주

해야 할까요?

변 사람들이 좀 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우리 청명고등학교 유네스코에서는 교내 교사동아리 ‘마에스트로’와 연합하여

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교내 유네스코 단체뿐만이 아니라 유

교권침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인권침해

네스코 한국위원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써야한다고 생각이 되며, 선

사례, 해결방안 등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내 다른 동아리와 소통을 할

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는 무관심한 태도보다는 좀 더 관심과 흥미를 가

수 있게 되었다.

지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먼저 거리낌없이 다가가면 상대방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한글이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명고등학교 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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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고등학교

함께하며 피어나는 꽃,
청원고등학교 유네스코!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5길 9
지도교사
이여운 선생님, 이창용 선생님

학생구성원
황의영, 어지영, 박성경, 강민영, 어지은, 박종하, 김경은
고정은, 안설환, 유하경, 황석영, 신민정, 김모세, 유다은
유정아, 이인혜, 성은제,정수민, 정광호, 정윤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학교 학

서는 변화의 도화선이 되고자 하였다.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 인권, 환경 등 레인

생들과 선생님들이 더 쉽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

보우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을

젝트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모두가

위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동아리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

직접 움직여서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급

존 프로그램인 ‘사제동행 독서논술’에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를 접목시킨 ‘유네스

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올해는 선생님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헌 옷

코 사제동행 독서논술’을 추진하였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유네스코 이념을

모으기, 환경 정화 캠페인, 게시판을 활용한 인권 의식 개선 등 학교 구성

담은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논술함으로써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유네스코의

원 모두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학교 구

가치와 이념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성원들에게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여러 주제를 알리며 모두가 세계시민임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학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타학교 유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스코와의 공동행동, 지역 문화재 탐방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변화

•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를 이끌어내고,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 활동들은 우리 프로젝트

•	모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의 문제와 같이 여겨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와 지역 문제와의 연결 고리가 되었다.

태도를 갖겠다.
•	유네스코의 정신이 나를 넘어, 학교를 넘어,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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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Project 1. 우리는 세계시민

있는 급식이 나오는 수요일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기로 계획하게 되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

었다. 이 활동을 하며 잔반량의 심각성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먼저 세계시민의식을 가

을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알려주었고,

져야 한다는 생각에 월드비전 강사님을 초청하여 세계시민교육을 받았다. ‘배고

실제로 잔반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어

픈 세계, 식량의 위기’라는 주제로 활동하며 우리의 손길이 세계 곳곳에 어떻게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의 한 부

뻗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생각

것을 알게된 시간이었다.

에 뿌듯함을 느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우리 주위부터 시작하는 환경
정화 캠페인, 나의 청소시대
갈수록 환경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우
리 사회에, 세계시민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며 항상 신경
써 왔다. 그 중 주위 환경부터 개선해
나가면 더욱 큰 결과를 이뤄 낼 수 있
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학교 근처에 있
는 구룡지를 정화하는 활동을 진행하
게 되었다.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학
교 주위를 걸을 때 쓰레기를 줍는 활동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기르는 부스 운영, 청심축제

을 청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전교생과 함께 함양하기 위해 커피와 같은 공정무역

이 활동을 지속해나간다면 더 큰 결과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 복잡하지 않은, 생활 속 세계시민 실천이었기에 더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수월했던 것 같다. 진행하는 내내 일반 제품보다 생산자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것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또한 이탈리아 병뚜껑 경주, 다트 게임 등을 진행
해 세계의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며 그 나라의 문화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소중
한 경험이 되었고, 직접 유네스코와 세계의 날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유네스코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Rainbow Project 3. 지역문화

가까운 청주시내에서 찾는 우리 문화,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
8월 26일 금요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높이고자 주체적으로 ‘청주
야행 밤드리 노니다가’에 참여하였다.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에서는 고려
시대 때 건설된 용두사지 철당간부터 척화의 뜻을 밝힌 흥선대원군의 척화비,
이색을 살렸다는 압각수까지 다양한 문화재들을 견학하였다. 문화 탐방을 함으
로써 접하게 된 역사적 사실과 일화는 이 문화 체험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만들
어 준 것 같고, 청주 지역의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Rainbow Project 2. 환경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 잔반 WAR

매일 버려지는 음식들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 방안을 고심하던 중,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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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행동, 충북ㆍ세종 연합 유네스코 공동행동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8월 12일 금요일,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앞에서 개최한 ‘충북ㆍ세종 연합 유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스코 공동행동’에 참여하였다. 충북 여러 학교에서 모인 유네스코와 함께 책갈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가

만들기와 환경 보호 서명 행사를 진행하였고, 인류가 가져야 할 평화의식과 환

같이 환경, 인권, 다문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경 보전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를 재고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작년보다 더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우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통해 청소년 세계시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함께 모

리가 적극적으로 더욱 많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희망의 빛이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팀을 나누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일이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큰 만족감을 얻었
다. 이런 결과는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청원고등학교 공동체의 협력과 적극
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사회 및
다른 학교와도 협동하여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인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를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뿌듯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하였으나 부원들과 함께하여 힘든 점을 이겨내면서 스스
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협동하여 차근차
근 실현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었다. 스스로 세계시민
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
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Rainbow Project 4. 인권, 평화, 문화유산 홍보활동

세계시민으로서 협동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기른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원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 홍보 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더욱 철저한 준비와 상대방을 고려한 진행으로 우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인 인권, 평화, 교육, 문화 등에

리 동아리의 역할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특히, 축제 때

대한 기본 소양과 상식을 쌓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유네

운영한 부스는 대상자인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반영하여 계획

스코 동아리 내에서 팀을 나누어 홍보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 재구성하여

했다. 이것이 많은 참여와 호응을 불러 일으켰고 이를 통해 친구들이 공정무역,

판넬을 꾸미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2층 북카페에 게시하고 있다.

다문화, 로컬푸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선생님들께

홍보 활동을 하면서 유네스코 동아리 자체적으로도 이제껏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서도 공정무역 카페와 공정무역 커피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이후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지나가던 친구들이 우리가 만든 자료를 관심 있게 보는

가치들이 확장되어서 친구들이 공정무역, 다문화, 로컬푸드 등의 필요성을 알

광경은 뿌듯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의 유네스코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지식과 정
보, 경험을 나누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활동과 서로 간의 피드백
을 통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를 대상으로 진행한 ‘꿈’ 프로젝트에서는 충북세종지역 유네스코학교 9개교가
모여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동행동을 철저히 계획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주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직접 만나
소통하고 유네스코와 세계시민 가치를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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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계획하는 프로젝트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활동들이 많
았는데, 학교 정규 동아리 시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

남이 아니더라도 SNS 등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싶다.

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 시간 외에도 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서 활동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학교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 시간적인 부분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축제 부스 운영과 지역 탐방이었다. 지

을 더욱 꼼꼼하게 고려해서 활동에 어려움이 적도록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역 탐방의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통해 탐방 계획을 수립하고 장소를 선정하여

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의 범위가 크다보니 제대로 전달이 되

활동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실제 탐방을 함에 있어서 청주의 잘 알려지

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홍보 및 활동 진

지 않은 문화유적과, 근대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

행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 대상자들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우리가 하는 활동

던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동아리와 우리가 지역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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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직접적인 만

탐방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지역 주민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욱 인상
깊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청원고등학교 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선정하
면서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즐거웠다. 그 성공요인은 프로젝
트의 유익성 뿐 아니라 독창성 및 즐거움을 모두 고려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상 외로 어려웠던 프로젝트는 구룡지 환경정화 캠페인이었다. 처음 실시하는
프로젝트다 보니 장소와 시기 등 여러 요건들의 선정이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활발한 홍보와 유네스코 부원들이 본보기가 되어 먼저 실천하
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파동의 보강간섭이다.”
파동도 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중첩되어 보강간섭이 일어나듯이
청소년 세계시민도 친구들과 같이 협력할수록 더 큰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청원고등학교 박종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음악이다.”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음악은 감동을 선사해 주고
모든 이의 삶에 녹아들어 그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치유해준다.
이 때문에 음악이 국가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문제를 공감하고
또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청소년 세계시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청원고등학교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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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 옥진엽, 류재경, 이시연, 이민권
김태완, 한승헌,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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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외국인 CCAP 문화교실(일본, 독일, 뉴질랜드, 중국, 미국)을 통한 타문화 이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청주고등학교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

하기

육과정을 운영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꽃피는 청주시와 더불어 우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 답사하기

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유네스코학교 Dream 드림 희망나눔가게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유네스코 희망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충청지역 연합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공동행동 캠페인

청주고등학교가 유네스코학교임을 명심하여, 유네스코 이념에 맞추어 학교

• 아프리카 학용품 보내기 운동 DREAM PACKAGE 가방 꾸미기 캠페인

친구들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시

• 독도탐방을 통한 우리 독도 알아가기

민으로서 타문화 출신 사람들에게 배려심있게 행동하고 우리 지역에 대해

• 자매결연학교 학생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 및 지역 소개 하기

바로 알아 자긍심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아프리카 및 아시

• 우리 학교 국화동산 가꾸기 및 텃밭 가꾸기 동참하기

아 저개발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

• 꽃피는 청주시와 함께 할 꽃보다 아름다운 게릴라 가드너 활동하기

브릿지 사업에 기부하기

한 나눔 활동을 생활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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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DREAM 드림 희망나눔가게 운영
1학기 체육대회와 2학기 축제기간에 유네스코 동아리는 희망나눔가게를 운영
하였다. 네팔 교육재건 사업 후원을 위해, 와플과 아이스티를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였다. 우리의 기부활동은 교내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서, 2학기 때
음식문화연구반과 1-12반 학생들이 함께 동참하여 유네스코 교육나눔활동 후
원을 위해 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울릉도와 독도 탐방 프로젝트
7월 9~11일. 유네스코학교로서 올해 처음 실시된 나라사랑 울릉도·독도 탐방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역사 인식을 갖고 우
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탐구 활동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우리문화알기 경복궁 답사

친구들과 함께 독도 사

5월 21일. 건축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 알기 프로젝트의 일환으

진을 함께 나누고 탐방

로 경복궁 답사를 실시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한 영자신문

활동 발표를 통해, 의미

및 학교신문에 기고하여 교내 학우들뿐 아니라 뉴질랜드 자매학교에도 홍보할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예정이다.

교내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7월 15일. 유네스코 이념 구현을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열렸다. 올해
는 유네스코 이념 중 지역문화를 주제로 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더욱 집중
하고, 알리는 계기를 가졌다. 많은 학생들이 원고를 작성하였고, 본선 진출자들
은 영어로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자매학교 국제교류 활동에 보조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원어민 CCAP 문화교실
6월 9일 1학기 독일 원어민 Simon 교수님과 함께하는 독일 문화교실이 독일어
선택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독일 청소년 초청 국제교류 사업에 신청하
여 2학년 학생이 10월 21~23일 2박 3일간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교류를 하였
다. 10월 27일은 일본 원어민 초청 CCAP 수업 등 다양한 문화이해 수업이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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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충청지역 연합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 캠페인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8월 12일.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충청지역 연합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공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동행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캠

충청 연합 공동행동 캠페인에서 지역시민에게 홍보하고, 타학교 학생들과 교류

페인 활동은 처음이었지만, 모두 함께 환경을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유네스코

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겼다. 드림희망나눔가게를 운영하여 네팔 교

학교 홍보를 해내서 의미깊은 시간이었고, 자신감이 생겼다.

육재건사업에 기부를 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고, 우리의
작은 수고가 전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과
기부활동에 관심이 생겼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교내 DREAM 희망나눔가게 운영을 통해 네팔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
를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2학기 축제기간에는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뿐
만이 아니라, 음식문화동아리와 1-12반 학급도 동참하여 기부활동을 진행했
다. 또한 공동행동 캠페인을 통해 청주 시민들에게 유네스코의 이념을 일깨워
줄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유네스코 드림패키지 가방꾸미기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10월 27일.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나눔 드림패키지(DREAM PACKAGE) 가방 꾸

해야 할까요?

미기 캠페인에 본교 유네스코 동아리와 Drawing 미술 동아리가 참여하였다. 빈

다른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 세계시민여행을 다녀오고 연결망을 구

곤과 자연재해로 인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저개발국 아시아 어린이에

축하여, 진행 활동을 공유하였다. 지역시민들에게는 공동행동 캠페인을 통해

게 학용품과 함께 우리가 그린 가방이 전달된다고 하니 더욱 정성을 다해 작업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알리고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

을 하였고, 색다른 기부체험을 하여 뿌듯했다.

은 행동들을 나누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충청 공동행동이 여러 학교 연합이다보니 진행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
리 동아리 대표 학생과 담당 선생님이 함께 모여 직접 회의를 하며 이겨 나갔
다. 우리가 맡았던 환경서명운동 지장나무를 관심이 갈수 있게 꾸미고 제작하
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했으며, 학교 간 서로 양보하
고 각자 학교에서 지원 가능한 것들을 검토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학교 간 네트워크 또는 세계시민여행
과 같은 어울림을 통해 학교 간 활동 공유를 하여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
기를 바란다. 또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주고, 유네스
코 세계시민 관련 강연이나 문화수업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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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어고등학교

서로 다른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07
지도교사
김유란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해윤, 최민진, 김미소, 한수지, 박수영, 홍순채, 신선미
김채영, 홍세영, 유미르, 김하은, 오하영, 양하람, 김은수
이선우, 장예원, 신수현, 박정민, 김나경, 이우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구는 둥그란 하나의 집이다’ 등의 문구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학생들이 다문

있나요?

화, 세계화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여러 고민의 결과 진정한 다문화

우리 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로서 학교 내에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생

의식을 갖기 위해서 지역문화를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역 문화를

활한다. 하지만 언어와 학교 문화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직접 탐방하고 지역의 중심지에 가서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문화를 홍보하였다. 또

을 계속 외면할 수 없었다. 세계화의 추세 속 다문화,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가속화되는 환경 오염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세계시민의식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면지를 활용한 에코 노트를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판매하여 학생들이 직접 환경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라 생각하였다.

보호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나와 다름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서약

또한 외국어를 배우며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하고 세계인으로서 활동하고

과 함께 핸드 프린팅 캠페인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시켰다.

싶은 학생들이 교내에 많다. 이들과 함께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다문화, 세
계화를 이해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다고 생각하였다.

• 실천하는 세계 시민이 되자.
• 나부터 시작하여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생들이 평소 다문화,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
력하였다. 먼저 친구들, 선생님, 다문화가정을 대표하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인터뷰하여 우리의 인식을 확인하다. 그리고 ‘차이를 차별하면 안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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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 문화 유산 알기

뿐만 아니라 판매한 수익금은 그동안 모금한 성금과 함께 유네스코 지구촌 교

4~5월,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인 청주 읍

육나눔 캠페인에 후원할 계획이다.

성, 청주 중앙 공원 등을 각각 나누어 조사하고 발표하며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유산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했던 곳들을 직접 답사하며 소홀했

세계 각국의 언어로 다문화를 실천한다!

던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016년 9월,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에 맞춰 다문화와 세계화를 위해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고안한 문구를 영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작하여 학
교 곳곳에 전시하였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
여 더욱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지역 문화를 지역 사회와 함께 지키고 사랑하자!
5월 21일 청주 성안길에서 지역 문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성안길’의 유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한국의 다문화를 위한 UCC 제작

래와 지역 역사, 문화를 홍보하였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여

2016년 8월, 교내 근무하는 원어민 선생님께 한국에 거주·근무하며 어려운

기대보다 더 성황리에 캠페인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동아리에서, 교내 학생, 지

점,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으로 생활하기에 힘들었던 점 등을 인터

역 사회로 확대하며 지역 문화를 알리고, 지키고, 사랑하는 활동을 확대시키며

뷰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

큰 보람을 느꼈다.

하여,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
고 있던 다문화에 대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교내 학생들에게
구체적, 현실적으로 알리는 계기
가 되었다.

세계의 다문화 정책 조사하고 발표하기
2016년 4~7월 동안 다문화 관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각국의 다문화 지
원 정책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우리의 실천을 위해 사회, 정책적
으로 어떠한 변화가 함께 되어야
할지 장기적으로 생각해본 시간

에코 노트로 환경을 지켜요!

이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정책들을 이해하여 이후의 활동

8월 26일 학교 축제날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교내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

내용, 홍보 문구에 사용하였다.

를 인식시키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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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로 제작한 에코노트를 판

나와 다름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나의 서약을 핸드 프린팅으로~

매하였다. 에코노트의 표지에

다문화 가정의 피부색을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로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손가락

는 다문화를 위한 문구를 적어

에 묻혀 찍으면서 의의를 설명해주고 동아리부원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

캠페인의 효과도 함께 노렸다.

인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다짐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주제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해하며 이것을 주변에 홍보

지역의 중심지(청주 성안길)에서 판넬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설명도 하

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성숙한 세계시민에 가까워졌다고 생각

고 퀴즈를 풀면 상품도 주는 형태로 캠페인을 추진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

한다. 한국의 여러 정책과 법안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의 여러 정책들을

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어 인상깊은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통해 대안과 우리의 전망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동아리 구성원들은 자신과 학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가 설명해드리자 유익한

교, 지역을 넘어, 전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지구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변

정보가 고맙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셨다.

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면지로 에코노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직

또한 성인이 되면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고 유보하던 기존의 태도

접 이면지를 모으고 그것을 송곳으로 뚫어 제작하는 것도 힘들었고, 학교 축제

가 달라졌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실천해야만 세계가 변화할 수 있

에서 판매할 때 비가 내려 노트가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생했던 기억이 난

다고 확신한다.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 바로 나의 가까운

다. 하지만 수익금으로 다른 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후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되

곳에서부터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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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새기며 참여한 동아리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도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금
하는 일의 취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소홀하게 다룬 결과 청주 읍성의 성곽은 모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두 헐어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곽의 복원을 주장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생겨났고, 유네스코학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홍보 활동으로 성곽의 복원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주변의 지원이 있어야만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 학교와 더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할 수

이러한 활동이 지금처럼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있으면 좋겠다.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각 주제별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다른

선생님들께 다문화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교내에서 동영상을 상영하여 학생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고민하고 실천을 위한 방안을 생각한 후에 다시 이것을

들과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학교, 지역으로 확대시킨다면 더 큰 규모로 세계의 문제를 알리고 변화를 위해

원어민 선생님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겪었던 문화적 차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차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었다.
에코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무실의 이면지를 가져다 제작하였는데, 선생님
들도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칭찬해주셨고 그 중 몇 분의 선생님께서는 이면지를
많이 모아서 아이들과 제작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뿌듯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실천이 점차 확산되는 데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문화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판넬을 제작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지금 시대는
SNS나 UCC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로젝
트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이러한 방
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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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등학교

RESCUE 프로젝트

(Rights & Environment Saving of Chungnam Highschool Unesco club)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1
지도교사
류동윤 선생님, 이연경 선생님

학생구성원
장현호, 김영민, 윤금성, 오창훈, 김준혁
박준영, 윤상훈, 윤창민, 손호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우리 지역의 하천인 갑천의 환경오염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저희 충남고등학교 유네스코에서는 갑천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동아리 부원들의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

인지하고, 갑천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염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보는

께 참여하여 좀 더 깨끗해진 갑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접 찾아가 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갑천을

저희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도중 불행한 사건을 통해 여성인권에 대한 조사

깨끗이 보존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조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최근 이슈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저희는 우리나라의 여성인

을 토의하고 지역사회에 알리고 싶습니다.

권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접 설문지를 만들어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 하였습니다.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유네스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는만큼 저희 동아리는 다른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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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해 다큐와 영화를 보며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활동을 하며 선후배간의 유대감 형성과 지역사회에 대해 이바지하

•	젊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고 활동을 모두가 함께 계획하며 즐기는 유네스코 동아리로 발전해 나갈 것

•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입니다.

•	나보단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나무 제작

여성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준

충남고등학교 유네스코 전원이 2016년 6월 15일 ‘갤러리아 타임월드’ 근처에

비하며 원인과 결과의 나

서 여성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슈였던 ‘강남역 살

무를 제작하였습니다. 처

인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

음으로 부원들과 만나 의

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일상생활 중 경험한 차별 사례의 빈도에 대

논하면서 활동이었습니

하여 여성분들에게 투표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다. 앞으로의 활동의 전반

을 가까이서 직시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적인 주제를 정하였습니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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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다.

견우와 직녀 축제에 다문화 홍보를 위한 부스 운영
충남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복수고등학교 등 대전의 유네스코학교들이 모여
2016년 8월 14일 ‘견우와 직녀 축제’에서 지역사회에 다문화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와 전통놀이 체험
을 기획하여 지역주민 분들의 참여를 통한 홍보를 하였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훨
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다들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꿈이다.”
좀 더 나은 세계를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충남고등학교 장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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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난 1년동안 친구들,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경,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다문화의

해야 할까요?

가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학기 초에 다른 학교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

고, 이렇게 변화된 저희의 모습을 통해 친구들과 학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기

고 서로 조율해가며 활동을 정했습니다. 공동 캠페인이 계획됨에 따라 다른 학

대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1학년과 2학년은 자연스럽게 서로

교들과의 정보교환이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었고, 좀 더 다양한 활동과 많은

를 배려하는 소통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하고 좋은 의견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시민분들이 유네스코동아리에

들을 더욱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즐기며 함께 어울릴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 있던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단지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좀 더 올바른 세계시민으로 거듭난 우리를 보며 저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기획하고 자세한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
사소한 의견충돌이 일어나 화합이라는 부분에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정하다보니 처음보다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배려와 양보가 얼마나

변화를 만들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견우와 직녀축제 때의 활동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입니다. 그때 저희의 목표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것과 우리나
라의 전통문화를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이었습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다. 다른 학교와 함께 만들어갔던 활동인 만큼 배운 것도 많았던 활동이었습니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 그렇게 만든 활동을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비한 이야기들도 잘 들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친구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의 문화와 세계의 문화를 모두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저희

한 지역주민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보

가 유네스코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활동이었습니다.

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힘이다.”
서로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충남고등학교 윤금성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희망이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고등학교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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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자고등학교

Over the Rainbow
학교주소
대전 중구 선화로 43번길 77
지도교사
김지혜 선생님

학생구성원
나규리, 신민지, 손우영, 송예람, 박세희
박정현, 문지영, 유채영, 윤소희, 신영재
김수민, 신자은, 김효은, 이지수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우선 환경의 측면에서는 피켓이나 포스터를 이용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환경 문제가 다소 심각하게 보입니다. 급식실에서 버

서의 가장 큰 환경문제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학우들이 마구잡이로 버리는 일회용 쓰레기 등 환

벌일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과 ‘분리수거 잘하기’ 캠페인을

경 문제에 대해 의식을 환기시키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

1학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 친구들의 교육

습니다.

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화책 번역을 통하여 책을 기부할 계획이고, 전교
생과 선생님들께 쓰지 않는 필기도구들을 모아서 전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입니다. (2학기 후반에 실시 예정)

거창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루어 낼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생각의 변화
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식의 가벼운 인식의 전환과 생각의 환기를 불러 일으
키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만 바라보며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도 바
라보고, 뒤도 바라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타인들은 어떤 상황
에 처해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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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의 나무 제작

고 6월 한 달간 점심시간마
3월 29일 동아리 활동시간에 레

다 학생들이 조를 나누어 급

인보우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원

식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과 결과의 나무를 제작해보았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

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

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하면

러 가지 문제, 특히 ‘인권’을 주제

서 학생들은 급식실에 버려

로 여러 소주제를 구성해보고, 인

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권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브

하는 데 많은 비용이 쓰여진

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해 자유롭게

다는 것과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

토론하고 이를 나무로 만들어보면

었고, 또한 분리수거를 할 때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재활용품을 제대

서 우리 동아리가 일년 간 어떤 방

로 분리하여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향으로 활동을 해나갈지 큰 흐름
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7월 5일 동아리 활동시간에는 여름철 과도한 전기 사용을 막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명이 짝이 되어 아이디어를 내어 냉방기의 과도한

여성인권 관련 토의

사용방지 및 대낮에 소등하기 등을 주제로 하여 그림과 문구를 창조적으로 만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어내고 투명 시트지를 이용해서 스티커로 만들어, 각 반 교실 및 교무실에 부착하

을 갖기 위해, 4월 12일 동아리 활동시간에 중국의 중매 시장과 중국인 여성의

며 홍보하였습니다. 7, 8, 9월 세 달 동안 이어진 이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평상시

중매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캠페인 동영상을 시청해보고, 소그룹별로 여성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인권의 실태에 대해 검색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해 그룹별로 정리하여 발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성들뿐 아니라 여
성들 자신들의 의식도 변화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어울림 한마당 축제 참가
5월 21일 대전 둔산동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세계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동
아리 1, 2학년 학생들이 함께 참가하여 외국의 다양한 식문화 및 전통의상 등
을 체험하고, 유니세프의 활
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

대전 유네스코학교 활동 (견우직녀 축제 부스)

다. 이국적인 음식과 의상들

8월 6일, 대전 유네스코학교 공동 활동으로 견우직녀 축제에 참석하여 세계 다

을 접하면서 상당히 흥미로

양한 의상을 대여하여 이를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입혀주고 문화를 접할 수 있

웠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

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기차기, 부채 만들기 등의 우리나라의 전통 문

일 수 있는 문화적 융통성을

화를 알리는 일도 했습니다.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합동 활동을 통해 다른
유네스코학교의 동아리 친

교내 환경 캠페인(잔반줄이기, 분리수거 잘하기) 실시
5월 31일 동아리 활동시간에 교내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들 중 급식실 잔반

동아리들이 유네스코의 이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개선

념에 따라 활동할 방향을 재

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첫 번째 문제인 ‘잔반 줄이기’와 ‘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리수거 잘하기’를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위해 소그룹별로 홍보 피켓을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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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교류하며 앞으로 각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sns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같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스로가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부분은 레

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유네스코 연합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인보우 프로젝트의 좌우명인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라는 말을

트위터에 통합계정을 만들어서 프로젝트의 과정을 사진으로 올리고, 홍보하기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필요할 때는 설문지나 투표를 만들

거창한 활동, 큰 활동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변화를 이끌어내

어 올리기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기 위해서는 작고 사소한 활동들이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생각합니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너무 일상적인 문제, 항상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쳤던 환경문제에 대해서 캠페인을 준비하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고,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한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번 더 생각하게 함으로써 나의 변화를 다수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경험을 했습

대전 유네스코학교들과 연합을 통해서 지역축제(견우직녀축제)에 부스를 낸 적

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이 있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해도 실천과 계획은 다

구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고, 활동을 하고 난 뒤로는 나를

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창 축제 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열정

포함한 동아리 부원들이 세계시민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는 생각을 하게

과 의욕으로 똘똘 뭉쳐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한 여름의 그늘도 거의 없는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개최된 축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고 무더운 날씨는 진행하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는 변수에 모두들 당황하고 힘들어 했을 때, 불현듯 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쳐지나갔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입지 않았던 한복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사람들도, 적지만 구경하던 사람들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 외의 폭염이라

우선 나,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학급 친구들, 선생님들의 변화를 일으키

을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부스를 홍보

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학교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하였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도 빙 돌아 원을 만들고 같이 제기차기의 숫자를

부터 하고, 그 문제를 알리고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

세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자 부스에 참여하는 시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생각을 한 후 환경 캠페인(잔반문제, 잔디밭 문제, 분리수거)과 스티커 캠

그렇게 우리 모두 더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캠페인

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잔반 줄이기 캠페인, 에너지 절약 스티커 붙이기

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연합 동아리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등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은 낯선 눈빛을 보내면서 지나갔

시민들도 그에 응답하여 같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기존

는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 후에는 지나가다가 캠페인 피켓과 스티커를

에 계획했던 성공보다 더욱 더 가치 있는 활동임을 깨달은 캠페인이었습니다.

보면서 웃으며 친구들끼리 캠페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기획했냐고
물으시며 칭찬하기도 하셔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아니더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도, 지나다니면서 캠페인을 보고 문제를 인식하여 한 번 더 문제를 생각해보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가볍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변화이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획하고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다름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걱정이 먼저 앞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는 것을 활동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획하면서 모두가 걱정했던 문제는

해야 할까요?

입니다. 모두들 처음은 낯설어 합니다. 사람들의 냉담함에 두려워 시작조차 하

다른 학교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서 쉽고 빠

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구, 선생님 지역사회가 낯설고 방어적인 태

르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sns와 메신저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도가 아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안경을 씌어주는 존재이다.”
안경을 쓰면 잘 보이듯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기존에는 못 보았던 구석구석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충남여자고등학교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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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고등학교

나는 세계시민의식을 실천한다.
고로 존재한다.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69
지도교사
정현정 선생님

학생구성원
하영찬, 류두현, 손영호, 김기령, 신희준
정병현, 연규림, 곽종덕, 송형근, 김학민
정재욱, 임성규, 함영웅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	WE ARE ONE(우리는 하나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잘못된 학교 생활은 사회 진출을 할 때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에서도 배려,

•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자.

사랑, 나눔을 잘 실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하

•	우리의 활동 목표를 항상 기억하자 - 세계시민의식 함양

는 것은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

•	우리의 작은 변화가 세계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배우는 것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의미 있는 시
간을 갖고 서로 똘똘 뭉치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
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세계시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민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유네스코가 무엇인지, 무
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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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9월

2016년 7월 13일

2016년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볼지에 대해 고민

우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유네스코 동아리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

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학교 텃밭을 가꾼다면 학생들에게도 안식처

교 학생들 모두가 함께하게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 되고 생태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조

서 우리는 학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의 작은가게 큰장터를 열어

를 나누어 매주 돌아가며 텃밭을 관리하였고, 주로 아침, 점심, 저녁시간을 이

장터에서 얻은 수익으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는 행

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텃밭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학

사의 진행을 담당하여 각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했습니다. 또

생들이 관심을 가질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잘 만들었다!’ ‘관리가 잘 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 모두가 레인보우 트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

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이 활동이 단순히 텃밭만 가꾸는 것이 아니

기 위해 동영상도 제작했습니다. 각 동아리의 특색에 맞는 장터를 열기로 하였

라, 우리 학생들도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아리원 모두 보람을

고 수익을 모았습니다. 수익도 좋았습니다. 사실 작은가게 큰장터에서 얻은 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익의 양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6월 21~24일
그동안 우리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실에
서 욕설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
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깨끗한 교실을 만들자는 취지로 바른말 고운말 쓰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2인 1조로 아침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확산된 것을 우
리가 직접 쓰는 교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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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1년 간 저희들은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성장한 우리 자신을 볼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우리들을 단지 ‘봉사’ 단체의 구성원이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함께’라는 힘이 얼마

고 생각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나 강한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하지 못할 것 같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지에 대해 홍보

은 일들을 해내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감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

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유네스코신문을 달마다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신문

들이 단순히 한 나라에 속해 있기 보다는 지구촌이라는 넓은 세계에 속해있는

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Rainbow project’를 응원하기 시작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

했고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하라는 등 많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보다는 옆집 동네 형같이 친근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한 응원의 힘을 저희가 진행하였던 ‘작은가게 큰 장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쉽지 않은 행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 공동체는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친구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은 세계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꿈을 향해 좀 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넓은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몇 친구들은 매월 발행되는 유네스코

앞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저희 학교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

신문을 보면서 다른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실천하려

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1년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계시민의식

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도 세계시민의식을 실천하기 위

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철저한 계획, 적극적인 참여와 포기하지 않

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는 정신만 있다면 저희들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소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북·세
종에 있는 다른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다른 학교들과 쉽게 소
통할 수 있었고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결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
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SNS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설렘이다.”
항상 내가 청소년 시민으로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설레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충북고등학교 김학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치킨보다 중요한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충북고등학교 조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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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고등학교

세계 문화 유산,
동구릉을 알리기 위한 디딤돌!
학교주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 41
지도교사
이현경 선생님, 정은화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채연, 윤지윤, 이현아, 장소연, 최아현, 황은지, 김서원, 김지원
고혜원, 김수림, 배소현, 정유성, 황서영, 권성민, 정재은, 윤지윤
황희원, 이승혁, 서하영, 함수빈, 박신형, 박진형, 이정임, 이하연
길현진, 이선율, 이윤서, 이채연, 정혜연, 정희원, 김준영, 허민영
한수아, 김민진, 함수현, 김승준, 김윤찬, 이재연, 안영빈, 김규희
안수민, 유서윤, 이하진, 홍아용, 김승현, 박종원, 이진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① Specific : 구리시민들이 동구릉의 본질적인 가치를 명확히 알도록 하고 우리

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지역만의 동구릉이 아닌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동구릉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아니라, 경치도 아름답다. 하지만 구리시 외곽에 있어 동떨어진 느낌이 있고

② Measurable : 구리역에서 최대 2회 동구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평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적다. 또한 시민들이 동구릉의 본질적

고 문화재 바로알기 캠페인은 아침 등교 시간을 활용하여 최대 2주 동안 진행한

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동구릉을 ‘가

다. 또한 동구릉 홍보 영상과 사진 공유는 장기적인 활동이므로 동아리 부원 별로

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여’ 동구릉의 가치를 알린다면, 우리 지역의 가

1회 SNS에 공유하고 유명 페이지 약 2~3군데에 홍보를 요청한다.

치 있는 문화재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③ Achievable : 동구릉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개월, 인원은 약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쉽게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스티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46명이다. 때문에 동구릉에 대한 설문조사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니만큼 동구릉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토평고 문화재 바로알기 캠페인은 최소 5명씩 2번 진행한다고 하여 2주동안 활동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싶다. 또한 구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널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④ Relevant :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서 동구릉의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촉매가 되고 싶다.

본질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학교, 지역 대상의 캠페인 활동과,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SNS 홍보를 진행할 것이다.
⑤ Time-bound : 동구릉 설문조사는 4월에 최대 2주 정도 진행하고, 아침 캠페
인을 위한 피켓 제작과 포스터 제작은 5월 4주차까지 진행하며, 아침 캠페인은 6
월 2주차까지 진행한다. 홍보 사진과 영상 촬영은 5월부터 시작하여 1달 동안 진
행하여 기한 없이 게시하도록 한다. 이후 10월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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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유산, 동구릉을 알리기 위한 디딤돌!

디딤돌, 그 세 번째 발판 교내 동구릉 홍보

3월 25일 토평고등학교 UNESCO 동아리는 지역 문화재에 초점을 두고 구리지

4월부터 10월까지 토평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구릉을 널리 알리기 위

역 시민들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구릉에 대해 지식과 관심이 없다는

하여 주기적인 교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우리들의 작은 날갯짓이 인식의 바

것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동구릉을 더욱 활성화시

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각 교실마다 동구릉에 대한 정보가 적힌

키고 사람들이 동구릉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욱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레

홍보지를 붙여두어 학생들이 보다 쉽게 동구릉에 대해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

인보우 프로젝트 ‘세계 문화유산, 동구릉을 알리기 위한 디딤돌!’을 기획하는 시

며 아침마다 조를 이루어 지속적인 동구릉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

간을 가졌다.

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단일성의 홍보가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중
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디딤돌, 첫 번째 발판 ‘동구릉을 아시나요?’
4월 22일, UNESCO의 동아리 구성원은 각각 두 팀으로 나뉘어 동구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토
평고등학교와 구리역, 장자못에서 ‘동구릉을 아시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동구릉의 세계 문화유산 지정 여부뿐만 아니라 어
느 왕이 묻혀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동구릉의 의
미나 내용을 모른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설
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
구릉 바로 알기 캠페인’을

디딤돌, 그 네 번째 발판 ‘동구릉을 아시나요?’ 설문조사 재실시

진행하였다.

10월 13일, UNESCO 동아리에서 만든 동구릉 홍보 영상을 토평고등학교에 지
속적으로 틀어 학생들이 시청하도록 한 후 학생들의 동구릉에 대한 지식 및 관

디딤돌, 그 두 번째 발판 UCC 제작

심도를 다시 한 번 알아보기 위하여 교내에서 ‘동구릉을 아시나요?’ 설문조사

구리역과 장자못, 교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바로

를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음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와는 확연히 다른 설문 조

알기 캠페인’의 일환인 동구릉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구리 시민뿐만 아니

사 결과가 나타나 UNESCO 동아리의 프로젝트 ‘세계 문화유산, 동구릉을 알리

라 다른 지역 시민들도 동구릉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기 위한 디딤돌!’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삼고 동아리 구성원이 직

10월 27일, PPT와 동영상, 소식지를 통해 UNESCO 중점 학교를 알리는 지역 내

접 기획, 촬영, 편집을 함

홍보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세계시민프로젝

으로써 동구릉의 가치를

트의 일원으로서, 세계 문

더 값지게 하고 구리시의

화 유산을 알리는 디딤돌

명소로서 활성화시킬 수

의 역할을 하며 지역을 벗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어나 세계화로 나아가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위해 오늘도 꿈꾸며 노력
하며 성장하는 중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메모장이다.”
무관심했던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 우리의 기억 속에
다시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토평고등학교 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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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의견을 많이 내주었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또한 지역사회의 동구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했기에 지역 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장소를 선정하여 시민들을 대상

문제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우리 동아리에서는 지역문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야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화 유산의 인지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동구릉이라는 지역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동구릉의 개선할 점과 주변 교통상황 등 학생들과

의 문화유산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동구릉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야기했을 때와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더욱이 사람

동구릉에 대한 구리시민의 인식과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면서 문화재에 대한

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 구리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인만큼 다양한 나이대의

지역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이

서 의식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리더십을

야기를 할 때는 듣지 못한 구리시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구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매체를 통한 사람들의 소통이 활발해진 이

민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시점에서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는 유명 SNS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우리가 구리시의 동구릉을 홍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양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역 내 시민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구리역에서 진행된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

세계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동구릉의 가장 큰 문제는 동구릉에 대한 사람들

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의를 구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의 낮은 인지도와 낮은 방문률이였다.

한다는 점이 어려웠다. 동아리 조원들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설문조사

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곳이나

를 부탁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설문조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비교적 외곽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사에 참여하도록 밝은 표정과 친숙한 인사로 사람들을 유도하였다. 적극적으로

위상에 비해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설문조사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시민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다면

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큰 유산인 동구릉이 잘 지켜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UCC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흥미를 이끌 요소를 넣으면서도 영상

우리 동아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설

에 동구릉에 대한 정보를 넣는 일이었다. 많은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문조사를 계획하고, 동구릉에 대한 UCC를 제작하여 동구릉에 대한 정보를 제공

통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그 동영상을 패러디하여 찍었다. 또한 직접

해 관심을 유도하고 이후 다시 인식 변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구릉에 가서 촬영함으로써 영상의 흡인력을 높혔다. 패러디를 통한 홍보영상

체계적인 계획 하에 동아리 부원들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

인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도 관심있게 보았고 동구릉에 대해 더욱 생각해볼 수

를 가졌으며, 설문조사와 영상은 우리 학교 학생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하

있도록 했다.

였고 이 동영상 홍보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특히 요즘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영상을 보기 전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본 후의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그 결과는 우리들의 문제점 파악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우리의 조그만 날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짓이 큰 바람을 일으키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서도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사실
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구릉은 널리 알려져야 할 우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적으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학생으로서 할

해야 할까요?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던 것이었다. 동구릉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 동구릉 프로젝

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구릉은 넓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 문화 축제나 탐

트를 진행하면서 우선 이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사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우리 지역의 동구릉이 한층 더 발전

을 듣고자 교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

할 수 있게 다양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학생들도 지역 문화재

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자주 접했기에 친숙했던 동구릉이었지만 낮은 인

에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

지도를 인식하였으므로 학생들은 동구릉이 구리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게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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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학교 친구들을 비롯해 선생님들, 나아가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히 사용하

우리는 이 지구에서 현재를 살고 있다. 더욱 평화롭게, 깨끗하게, 모두가 함

는 전기와 경쟁적인 소비 습관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도록 하고자 했다. 더

께 잘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를 함께 고민해보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나아가 조그만 실천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해보도록 만들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으며 쓰고 난 후 인간에게 해로운 쓰레

고자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관심을 갖지 않

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지구의 한 쪽은 풍요로움 속에 획기적인 기술 발전

는 중요한 역사문제에 대하여 알림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으로 인하여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지구의 한 켠에는 절대로 따라잡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을 수 없는 격차로 인하여 시작조차 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 품질이 조금 미
치지 못하더라도 착한 소비를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줄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므로, 착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많은

•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는다.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잘못된 역

•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에 대하여 캠페인, 설문지 등을 통해 알림으로써 무관

사는 국가 간 갈등을 낳고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지속가
능성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여 소수의 변화가 점점 친구과 지역사회, 다

•	활동의 목적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한다.

른 학교들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

•	캠페인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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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관심으로 돌린다.

에너지 낭비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공정무역 팜플렛 제작

각 교무실을 돌며 선생님들께 설문지를 나눠드렸고 학생들에게는 SNS를 통해

캠페인을 직접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캠

설문지를 공유하였다. 각 학교의 에너지 낭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에너지 낭비

페인의 의미와 어떤 캠페인을

대안과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값진

진행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시간을 보냈다.

있도록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였
다. 제작 과정에서 글자 크기를
가늠하지 못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 아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소비 부스의 시작
홍보 팜플렛을 완성하고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모두 도착한 뒤에는 본격적
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인 점심시간 급식실 앞에서 진행
된 이 공정무역 캠페인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부원들과
함께 홍보 문구를 외치며 유대감 및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프로젝트를 주체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다.

에너지 낭비에 대한 캠페인 실천
에너지 낭비의 심각성과 원인, 슬로건 등으로 피켓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OX로 선택하는 것인데, ‘교실의 4개의 전등스위치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같은 질문들을 정하여 친구들이 에너지 낭비에 대해 생
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편지와 함께 공정무역의 의미를 나누세요!
이후 가장 공들여 계획한 ‘편지와 함께 공정무역의 의미를 나누세요!’ 활동을 성
공리에 진행했다. 이는 평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픈 학생들이 편지와 함께 공

지역사회 에너지 절약의 작은 실천

정무역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람의 마음을 전하

10월 5일에 각 동 우편함에 직접 만든 홍보지를 넣고, 10월 6일, 7일에는 관리

는 활동이기에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사무소에 방문하여 안내방송
을 부탁드렸다. 10월 8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러
동을 찍은 것으로 몇몇의 가
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집
이 활동에 동참하며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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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동북공정 인식 정보 공유하기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동북공정 인식이라는 주제를 결정하고 모둠별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그 주제 안에서의 작은 부분를 맡아 조사하고, 얻은 정보를 간단하게 발표 형

•	‘공정무역’에 대하여 의식적인 차원에서나 활동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를

식으로 다른 조에게 공유했다.

이룰 수 있었다. 불평등한 사회적 생산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실천하면서 방관자적 태도를 버릴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옳은 일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사
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
위의 삶을 되돌아보는 통찰력과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갖출 수 있
게 되었고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거듭나는 첫 발자국을 뗄 수 있었다.
•	처음 세계시민 활동을 시작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
이 했었다. 시작하고 나서 우리의 생활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학교와 지
역사회의 낭비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에게 지구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
서 나 또한 성장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	우리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는 태도를 배웠

정보를 토대로 만든 피켓으로 학교에 먼저 전시를 통해 ‘동북공정’이 무엇이며,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모두 함께 이해하고 협동하는 방법을 배웠

이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 또한 모두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며 국가와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었던 마음도 꺼내
어 볼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였고, 우
리의 생각이 변화하였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변화하였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	우리들의 변화가 지역사회나 큰 범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우리의 피켓을 보고 궁금해 하고, 우리
의 설문지에 답을 응해주고, 응하는 과정에서 답을 궁금해하는 등 동북공정
인식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와 노력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우
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 변
화들이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꼭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	크지는 않지만 학교에 은은한 영향을 남긴 것 같다.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전, 혹여나 학교 친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참여도 많이 하지 않을까봐 걱
정을 했다. 야심차게 용기를 내어 준비한 프로젝트이지만 학교 친구들의 참
여가 없다면 프로젝트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우려와 달리
학교 친구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 노력
하며 우리 노력에 열렬히 응답해주었다.
	아침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우리 팀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고,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를 보며 캠페인 참여를 다짐하는 친구들도 발견
할 수 있었다. 우리 주위의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
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름다운 소비 부스’를 통해 접한 초콜릿과 커
피의 맛을 그리워하며 학생들은 공정무역을 기억하는 중이다. 이 기억은 학
생들의 적극적인 공정무역 상품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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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편지를 쓸 때 필요로 하는 시간
에 비해 학생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걸 간과한 생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

각이었다. 이는 한 곳에 부스를 설치하여 진행하는 활동의 한계점이라 할 수

•	에너지 절약 설문지와 캠페인 활동 이후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이 끝난 후 TV
를 끄고 나가시거나 점심시간이나 외출하실 때 컴퓨터를 꺼두고 가시게 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마다 직접 돌아다니며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자 기기(고대기, 핸드폰, 보조 배터리 충전 등)를

•	불끄기 캠페인이 기대한 것 보다 성공적인 활동이었다. 밤 9시에서 10시는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사실 아직까지도 에너지를 낭비하는 습관

모든 가족들이 모일 시간일 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을 할 시간이라 생각한다.

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없어졌고 에너지 낭비에 대한 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집에서 도와주었다는 것에 감사하였다. 어려웠

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에너지 낭비 습관을 알릴 수 있

던 점은 홍보였던 것 같다. 에너지 설문조사를 우리 학교학생들뿐만 아니라

었다. 우리 지역에서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만의 ‘불끄기 운동’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설문지를 돌리기에는 많은 종이가 낭비가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

정리를 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용 설문지는 인터

게 할 줄을 몰랐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솔직히

넷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하였다. 인터넷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다른 학교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의 친구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주고 그 친구에게 홍보를 부탁하였다. 인

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기획한 시간이 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

터넷으로 홍보를 하니 친구들이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여해주었고 이로 인해 우리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작은 움직임은 주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주었다. 선생님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돌리는

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

데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신데도 기꺼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에너지 낭비에 대

사람들에게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고, 사람들도 에너지 낭비에

해 생각해주셨다.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이번 기회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프로젝트가 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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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큰 영향이 아닐지라도 공정무
역에 대해 마음을 연다는 작은 변화가 학생들의 앞으로의 소비생활에 나비

적으로 되었던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해야 할까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에너지 낭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SNS ‘페이스북’에 설문지를 기재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 퇴계원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

•	먼저 주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도록 하였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문지 조사 참여를 부

같다. 설문지와 캠페인이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탁하였다.

고민해야겠다.

‘지구를 살리는 불끄기 캠페인’은 지역 아파트를 직접 돌면서 우편함에 직접 만

•	학교 친구들이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든 홍보지를 만들어 배부했고 SNS ‘페이스북’으로 ‘퇴계원 고등학교 - 나슬’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홍보를 하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직접 유네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언급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할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니 흔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쾌히 허락을 해주셨다. 안내 방송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

•	유네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유네스코 프로젝트에 대해 학생

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SNS로 소통하는

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활동할 때도 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행할 때에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더욱 유네스코 정신과 세계시민 활동에 대해 교육해주면 좋을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부탁할 점이 있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해주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었으면 하는 점이다. 한 두 번의 활동의 결과는 미미하겠지만, 세계적 문제에

•	기부금 활동이 비교적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하

계속해서 작은 활동들이 이어진다면 사회 변화, 세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락시킬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현실에서는 기대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해주었다. 이는 캠페인의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
각된다. 활동을 통해 ‘기부=마음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노

것이라고 확신한다.
•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내지 말고 또 다른 세계 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다.

력했고 이를 학생들이 알아주었던 것 같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예상 외로 더
어려웠던 것은 ‘편지로 공정무역 의미 전하기!’ 캠페인이었다. 무료 행사로써
501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한국관광고등학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New Challenge, New Start)

학교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지도교사
이호성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학수, 김세윤, 강은지, 최종혁, 김윤구, 김수연
주세희, 김지윤, 김태련, 김세영, 이현주, 안은지
한승준, 구담인, 계성,우 이유란, 김혁진, 강은새
김수현, 변예림, 박진희, 정아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① 환경-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

학교가 위치한 평택시에 미군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거주 비율

•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없애 교실 쓰레기통 주변이 더러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이 높아 ‘Super 평택’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평택시민과 외

차단했다.

국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웃다리 문화촌, 평택항 등 환경적

•	잔반을 없애기 위해 잔반 처리가 얼마나 환경에 유해한지를 알려주는 교육물을

인 부분에 민감한 지역이 많아 환경의 중요성이 크므로 레인보우 프로젝트

만들어 학생들이 급식을 받을 때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급식을 과하게 많이 받

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는 실수를 줄이고자 했다.
•	학교에 매점 앞, 기숙사 드림관 뒷마당, 학교 수돗가 앞에 나무를 심어 학교 공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
들어간다.

지를 절약하고 더 나아가 환경 보존에 이바지한다.

깨끗한 학교,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환경보존 계몽 활동을 통해 환경

② 세계화- 한국 전통문화 홍보하기

보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	인스턴트 음식, 배달 음식을 사먹는 서구화된 문화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문화인

구성원으로서 지구촌 문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자 한다.

슬로우푸드가 잊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평택에 사는 외국인에게 김

학교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

치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를 시행하여 그것을 나누고 홍보하는 계기를 만든다.

인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③ 지역고유 문화- 지역 홍보 영상 제작

문제에 대해 전교생 및 전교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동참

•	‘Super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시인만큼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

하면서 세계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실
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주변 학교 및 지역에까지 좋은 사례로 확산시키
고자 한다.
502

기 정화에 도움을 준다.
•	각 반, 각 기숙사마다 소등 당번을 정하여 불필요하게 켜져있는 전기를 꺼 에너

광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학생들이 제작한다.

한국 고유 음식의 아이콘, 김치 만들기

한국 전통 인절미 만들기

패스트푸드점이 곳곳에 생겨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고유문화인 슬로우푸드를

한국 역사와 문화가 빈번하게 변질되는 시점에서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 김치 만들기를 프로그램으로 넣어 보았다. 배추에서부터 김치로

전통 문화 홍보를 계획했다. 한국 전통 음식인 인절미를 직접 제작하면서 민족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에 유네스코 학생회가 참여하였다. 만든 김치를 직접

고유의 얼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만들어진 떡을 전교 학생들이 시식하면

시식해보고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알리는 계기를 마

서 학교 전체의 단합을 도모하여 전통 문화를 알렸다.

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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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환경 보전에 앞장 서는 한걸음, 잔반 안 남기기
음식을 많이 받아 남겨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잔반 줄이
기 피켓과 홍보 자료를 토대로
급식 중이나 평소에 잔반줄이기
활동을 기획했다. 지속적인 캠
페인 활동을 통해 잔반을 줄여
서 쓰레기통이 더러워지는 상황
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

교내 국화 가든 가꾸기

Super 평택의 발돋움,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학교 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구석구석 국화를 심어 다채로운 색깔

인지도가 낮은 평택의 홍보를 위해 ‘Super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평택

의 교정을 계획하였다. 유네스코 학생회와 국화를 심으며 협동심을 키우고 작

홍보를 기획하였다. 평택의 관광지를 선정하여 유네스코 학생회가 직접 스토리

은 노력을 통해 학교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교내 환

텔링을 하여 색을 입히고 관련 기념품을 직접 제작하였다. 기념품은 그 관광지

경을 가꾸며, 환경 보존의 참된 의미와 지속적인 환경보호의 어려움을 느끼게

의 특색을 살려 제작함으로써 평택을 알리는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되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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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부스를 운영했다. 공정무역에 대해 홍보하고 공정무역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는 좋은 시간을

작은 문제부터 관심을 갖고 생활하다보니, 기존에 보이지 않던 일들이 새롭게

가졌다.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직접 공정무역에 대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공정무

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홍보 판넬로 제작하고 체험 상품을 만들었

역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며 세계화에 발맞춘 글

다.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체험을 시키면서 공정무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

로벌 인재로 발전을 꿈꾸게 되었다. 더불어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이산화

었고 공정무역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잔반 최소화, 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하며 나부터 실천하
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실천하는 작은 손길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공동체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면서 학생의 대표로서 우리

는 계기가 되었다.

가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다는 책임감이 다소 무겁게 느껴졌다. 특히나 여러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누며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소소한 실천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다.

우리 지역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며,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는데, 학

되었고, 학교에서 생활하며 하천이나 주변 농지 등을 바라볼 때 환경문제를 인

생들을 독려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학생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수동적인 경향

식하는 눈을 키우게 되었다. 평소 무심코 밟고 지나갔던 화단을 밟지 않기 위해

이 많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자세를 끌어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때 프로젝

노력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트 팀원들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체험하며, 해당 나라의 특징과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

이렇듯 우리는 회의를 통해 다시금 결의를 다지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책을 찾

제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공정무역을

으려고 노력하며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노력했다.

배우며, 우리가 배우는 관광분야에 공정관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알리고, 스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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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가 필요하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쉽게 이해

해야 할까요?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기념품 제작

또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도록 각종 영상이나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비전 축제기간 동안 직접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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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교내 학생과 지역사회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의 결과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일

의식 속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 또한

이 일어났을 때에 세계시민으로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문

지구촌의 구성원들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교내 학생들

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인권쿠키 판매 사업을 진행할 예
정이다. 또한 저희 학교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동아리들이 활발한 활동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하고 있어, 동아리 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외친 말은 바로 ‘지금 시작하기’이다. 뉴스를 통

는 교내 동아리 중 하나로서, 먼저 나서서 교내 동아리들이 다함께 의논하

해 듣는 지구적 문제들을 학생인 우리들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는 ‘유네스코 데이’를 진행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이념을 각 동아리의 특색

지금의 위치에서 해낼 수 있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속

에 맞추어 함께 알아봄으로써 동아리 간의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한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또한 지구적 문제에 늘 관심을 가질 것

있을 것이다.

이다. 그를 통해 우리 가 인지한 지구적 문제들과 그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고 배
운 것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서 활발히 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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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세계시민을 향한 첫걸음,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선후배, 친구들 중 다수가 아리송해하거나 오답을 말하곤 했다. 우리는 그 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새로 구성된 부원들과 함께 새로운 레인포우 프로젝트

편견과 차별 의식을 깨기 위해 ‘인종은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라는 구호를 외

계획을 세웠다. 그 첫 시작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몇 가지 주제들 중에 ‘다

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선생님과 전교생이 모두 참여해주어 그 어느 때보다

문화’를 주제로 ‘국내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의 나

도 의미있는 캠페인으로 느껴졌다.

무를 만들었다. 단순히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그 표면적 그리고 근
본적 원인까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인 1주제! 레인보우 발표수업
한 학기에 한 번, 일곱 가지 레인보우 주제 중에 각자 한 가지씩 선택해 서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려주고 질문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에도 1학기와 2학기, 총 두 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부원들이 각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갖고 있어 일곱 가
지 주제를 모두 다룰 수
있었다. 코피노, 미세먼지,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유네스코 한마당
우리 모두의 소통장, 유네스코 ASPnet 게시판 꾸미기!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7가지 이념을 학교 동아리 전체와 공유할 수 있

교내에 설치되어 있던 유네스코 ASPnet 게시판을 재활성화하는 시도를 해보

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가 유네스코 7가지 이념을

았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지

학교 학술 동아리 23개 팀에게 설명해주고 각 동아리 특성에 맞게 다양한 체험

않는 게시판이 안타까워, 네 가지의

부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물리 동아리 PISA의 ‘간이정수기 만들기’,

코너로 구분해 재구성했다. 레인보

생물 동아리 바이오포커스의 ‘GMO에 대한 학생들 인식 조사’, 역사 동아리 한

우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된 이슈

울 디딤의 상소문 제작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유네스코 한마당을 더욱 활기차

들을 모아 게시하고 그에 대한 친구

게 해주었다. 유네스코 동아리 체험부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 편지

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투표함

쓰기,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7행시&크로스워드, 유네스코 세계시민 스피드퀴즈

과 의견란을 만들고, 유네스코 동아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유네스코 이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리의 활동 사진들도 게시했다.

를 제공하여 뿌듯하였다.

‘인종은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 교내 인권 캠페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내
에서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다. 점심시간 급식소 앞, 세 명의 다른 국적의 사람
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국적을 맞히는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선생님들과

기다리던 외교관과의 만남 - 외교부 견학!
8월 17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외교관과의 만남에 참여했다. 실제 외교
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의 강의도 듣고, 강의 후에는 조를 구성해서 각 조마다 한
분의 외교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외교부의 브리핑룸에 실제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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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하는 등 세계화에 맞는 직업을 꿈꾸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유익한 시간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이었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처음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계획서를 작성하며,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끼리 많

함께 지키는 소녀상, 8월 17일 수요집회 참석

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프로젝트의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올해 활동의

연례 행사인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집회인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작년에 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우리들의 프로젝트 활동이 우리에게만 국한되

해 조금 더 능동적인 태도로 집회 피켓을 제작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측

었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단지 유네스코 동아리들

외교 대표들의 협상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만큼,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

만의 활동으로 인식되어 다른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

한 개요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피켓에 실었다. 또한 부원들 모두가 작은 노란

서 올해는 동아리 외의 교내나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가장

피켓을 들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일본군에 의해 침해당한 피해

큰 목표로 했다. 그러고나서 캠페인이나 유네스코신문 게재 등, 교내 알리기 활

할머님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더욱 진심어린 가해자

동을 활발히 한 결과, 그 목표가 조금씩 달성되어감을 느꼈다. 목표로 한 바가

측의 사과를 촉구하는 데 마음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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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느낀 것을 전
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보람이 반대로 우리들에게도 원동력을
만들어주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는 그 변화를 유네스코 활동의 ‘파급효과’라고 칭하고 싶다. 이 파급효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났다. 첫째는 일상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우리가 한
활동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떤 활동의 파급효과는 그 자체에서보다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여름방학 때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
회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한 많은 것들을
직접 공부하고 알아갔다. 그로 인해 최근 ‘위안부’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리 유네스코 부원들은 그에 관해 더욱 자세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덕에 주위

충북 유네스코 학교들의 변화를 만드는 공동행동!

친구들에게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들은 친구들 또는 부모

청소년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지역별로 유네스코학교들이 모여서 공동행

님께서는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함께 논의하기도 해보았다.

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 8월 12일 인권과 환경을 주제로

둘째는 직접적인 효과였다. 지난 세계시민여행에서 각 지역의 유네스코학교

삼아, 청주 성안길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우리 학교는 홍보를 담당해서 피켓을

대표들이 모여 각자의 프로젝트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곳에서 우리

만들고 현장에서 돌아다니며 부스를 홍보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학

학교 또한 많은 질문과 의견을 들었고, 반대로 다른 학교의 계획을 보며 좋은

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는데, 늘 교내 활동만 하다가 이렇게 연합 활동을 하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그렇게 세계시민여행을 마치고 다시 각자의 위치에

니 색다르고 보람찼다. 공동행동은 즐겁게 마무리 되었다. 학생들의 잃어버린

서 열심히 레인보우 활동을 진행하던 중, 매달 발행되는 유네스코 뉴스를 통해

꿈을 찾아주기 위해 준비한 부스들과 우리 지역인 성안길의 환경을 위해 행사

한 학교의 인권쿠키 제작 활동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 부원들은 그 소식

후 쓰레기를 줍는 활동까지 모두 우리가 준비한만큼 더욱 뿌듯한 경험이었다.

이 실린 지면을 보고 정말 반가워했다. 우리 학교가 매년 실시해오던 활동이었
기 때문이다. 늘 가까운 대상에게 작은 변화만을 선물했던 우리들에게, 이렇듯
먼 대상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전달하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또한 큰 선물이었
다. 그 소식을 접한 뒤 우리들 또한 인권쿠키 판매 활동을 더욱 열심히 준비했
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를 목표로
하며, 그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해답은 역시 ‘소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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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에 단지 하나의 동아리만을 주축으로 한 소규모의 제한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의견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이었으나, 이를 더 많은 동아리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해냈다. 활동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단순

끝내고 난 후, 그 기쁨과 보람 또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다. 우

히 무언가를 외치고 강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관심을 가질만한 참여 이벤트

리는 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원인이 주체의식에 있다고 생각한

를 열었다. 인종차별인식 개선 캠페인에서 ‘국적 알아맞히기’ 투표를 진행한 활

다. 유네스코라는 어떤 다른 동아리의 활동에 객체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과, 인권쿠키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과는 모두

각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주제를 채택하고 주체적으로 부스를 운영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참여 덕에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준비 과정에서 함께한 친구들 모두 책임감을 갖

고, 학교 외의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여, 교외

고 열심히 임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변화를 선물하고자 하는 대상

캠페인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들이 스스로 변화를 갖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바로 ‘주체의식’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대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조

을 느끼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다.

금 더 실천적인 활동을 위해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가장 성공적이었던 활동은 단연 ‘유네스코 한마당’ 활동으로, 교내 제 2회 유네

세계시민여행과 같은 만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겪었

스코 데이를 새롭게 활성화한 것이다.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인 점을 활용

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여, 교내 모든 학술 동아리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춰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

정말 기뻤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젝트의 일곱 가지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저희 유네스코 동아리를 포함해서

점 또한 즐거운 일이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완하고, 또 배워가는 과정이

답사 동아리인 한울디딤, 법 동아리인 유스티치아, 생물 동아리인 바이오포커스

있음으로 인해 모두의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

등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막론하고 모든 동아리들이 유네스코 이념 아래에 하

각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셨으면

나가 되었다. 물론 그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각 부스의 홍보 포스터

좋겠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공동행동과 같은 활동 외에도 다른 지역 친구

를 제작하고, 부스 체험 인증 도장을 디자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등

들과도 다함께 지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 의미가 있을

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스 꾸미기를 위해 야간 자율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 시간을 허용해주신 선생님들의 도움과 각 부원들의 협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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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재

있나요?

를 탐방하고 정화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우리 호텔관광고등학교는 조리·관광 분야를 전공하는 특성화고로, 우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단양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재가 많은

한편 단양은 충북에 위치한 농촌지역으로서 문화소외지역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관광 명소입니다. 또한 삼도 접경지역으로 타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을 지니

있기도 합니다. 이에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접

고 있습니다.

하고 경험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경험의 폭을 넓히고 견문

우리 학교는 자체 체험학습은 물론 단양 연합 국토 탐방 프로젝트를 진행함

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동아리원에

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국토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

한정짓지 않고 ‘레인보우 축제의 날’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전체 학교

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세계시민의 일원임을 깨닫고 세계 속의

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유산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조리·관광 글로벌 인재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학교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관
광지 홍보와 환경 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로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문화재 보전에 앞장서는 실천의 기회를

• 내 책상 밑부터 깨끗이 하기

지속할 것입니다.

• 욕설을 버리고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소중한 마음 갖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내 청소 구역이 끝나면 다른 친구 청소 도와주기

우리 학교가 위치한 단양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하지

• 현재 내가 있는 공간을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만 너무 가까이에 있기에 우리는 고장 관광지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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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 국토탐방, 삼도삼색 기행
8월 27일, 단양지역 유네스코학교 4개교 연합으로 영월 월드프렌즈 빌리지, 탄
광촌박물관 및 장릉을 방문했습니다. 월드프렌즈 빌리지 방문을 통해 세계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활동을 짚어보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탄광촌박물관 방문을 통해서는 단양 접경 지역의 과거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경험을 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
라 왕릉의 하나인 장릉을 돌아봄으로써 역사 속 비극의 주인공을 떠올리는 한
편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충혼탑 참배 및 6.25 전쟁 66주년 기념행사 참석
6월 25일, 교내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단양 충혼탑 및 단양문
화예술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전
쟁음식 체험, 안보 강연, 전투 장
비 전열 등에 참여하며 전쟁으로

한국호텔관광고 유네스코동아리, 세계문화유산 체험학습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

10월 12일, 교내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서울로 세계문화유산 체험학습을

을 가졌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의

다녀왔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박물관에 들러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를 돌아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에

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무형 문화재가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에 등재된 종묘를 방문해서는 우리 문화유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느꼈습니
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우리 건축물 특유의 미(美)를 느끼며 하나의 건축물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묘 방문을 통해 주변에 있어 흔
히 접할 수 있는 문화재도 그 의미를 다시 찾아보자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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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토밍을 진행하고, 탐방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며 국토탐방에 대한 준비를 함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만난다는 것이 시간과 일정 상 쉬운 일은 아니었

경험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1년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이 다른 친구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궁

활동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경험하고 이

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직접 보고 느끼며 해결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

를 맞춰가는 의견 나눔 활동을 통해 배려와 소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의 나눔부

또한 익숙함 속의 새로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1년이었습니다. 주변에 늘 있어

터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반드시 큰 변화가 생

소중함을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문화

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양에 있는 학교들과의 만남 횟수를 늘리고, 만

의 소중함과 위대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늘려나간다면 학교의 변화, 이어 단양이라는 지역에도 변화를

혼자가 아닌 우리의 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단양에 있는

중간에 포기했을 일들도 친구들과 선·후배와 공유하며 생각을 발전시키고 활

학교들과의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우리 학교의 배움을 다른

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호텔관광고는 경험하고 실천하며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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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유네스코 활동을 지속하려 합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학교의 교내 동아리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학교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주변 친구들에게서 먼저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모임보다 두 번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 11월 계획된 유네스코 동아리 레인보

째 모임, 그리고 세 번째 모임에서 점점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학교에서

우 축제를 통해 교내에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과 유네스코의 이념을 더욱 적

진행한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 친

극적으로 홍보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깨달음과 배움을 전교생과 공유

구들에게 체험학습의 경험담을 나누고 느낀점을 들려주며 유네스코의 이념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큰 프로젝트 외에도 작은 프로젝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친구들이 ‘재밌는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해 줄

트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이 크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더 많은 학생들과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임을 알리고 친숙하게 학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

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금처럼 유네스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교 차원의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의 증가, 이것이 올해 활동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을 하며 가장 눈에 띈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보고서 작성 기간이 10월인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11월과 12월에 계획 중인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기의 마무리와 보고

해야 할까요?

기간이 비슷해진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을 보고할 수 있어 더 많은 활동을 유네

우리 학교는 단양 관내 3개 학교(가곡중, 단양중, 단양고)와 연합해 국토 탐방

스코학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방과 후 모여 우리가 방문할 장소에 대한 브레인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집주소이다.”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임지석

511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You and I, We 프로젝트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42
지도교사
임정수 선생님, 전형숙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서희, 김성은, 박언겸, 김수진, 김지원, 이소향, 성세빈, 백성희
양희재, 김지원, 강준경, 박채린, 전은규, 김서희, 김성은, 조주연
진채영, 김지원, 신승현, 김소연, 김희주, 이예은, 서상욱, 유현준
윤병준, 이재찬, 김민경, 김지현, 오하은, 박세원, 이경민, 박서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인식을 변

우리의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와 멀면서도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

화시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좀 더 다른 세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싶었

젝트였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진행한 ‘북극곰의 장례식’은 지구온난화, 즉 전

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용하여

게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이 북극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여러 나라로 퍼지게 하여 지구촌 전체의 인식 변화를 만들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

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들고자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부원들부터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
고, 우리의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며 활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활동에서
부원들이 모두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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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캠페인 활동 ‘북극곰의 장례식’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곰이 살아가는 곳의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살아갈 수 없
게 된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홍대부터 시작하여 신촌
까지 걸으며 진행하였다. 직접 제작한 피켓과 기후상승 그래프, 장례식을 표현
하는 관, 영정사진을 활용하였다. 장례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재현하며 전하고
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시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다.

교내 축제 ‘세계를 향해 던지는 다트!’
올해 교내 축제에서는 세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좋아하
는 게임 중 하나인 다트던지기와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한 주제 중 하
나인 세계화를 접목시켜 다트를 던져 풍선을 터뜨리면 그 풍선색에 해당되는
세계화 퀴즈를 내는 활동을 하였다. 퀴즈를 맞추는 학생에게는 무료로 스티커

2016년 청소년국제교류 페스티벌 ‘한양 도전 99초!’

타투를 해주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재밌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 청소년 국제교류 페스티벌에서 99초 안에 딱지치

았고, 퀴즈를 통해 세계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것 같아

기, 삐삐용어 맞추기, 제기차기와 같이 추억의 게임을 성공하는 사람에게 선물

뿌듯했다.

을 주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부원들이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로 우수상을 받아 굉장히 뿌듯했고 보람을 느꼈
던 활동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 장난감 프로젝트
서울&인천 유네스코학교 연합활동 ‘용감한 그대에게’

매년 진행해왔던 활동인 착한 장난감 프로젝트는 교내의 국제교류 봉사동아리

미혼모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명동에 부스를 설치하여 활동

와 연합하여 전교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전쟁. 빈곤 등으로

하였다. 정해진 문구를 사진 찍어 SNS에 올리거나 메모지에 미혼모와 미혼모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노는 장난감조차 없는 아이들을 위해 펠트교구로 직접

아이에게 보내는 응원 메세지를 작성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

장난감을 만들어주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활동이라 그만큼 자

였다. 활동 주제가 생소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부심을 느꼈고, 우리가 만든 장난감으로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할 모습에 더불

학교와 연합하여 준비해서 더 수준 높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협력을 기를 수

어 매우 행복했다.

있었던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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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을 끊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여러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유도하며 소통하기도 하였다.

지난 1년 간 ‘북극곰의 장례식(SAVE THE POLARBEAR)’ 프로젝트를 포함한
레인보우 프로젝트, 유네스코 연합활동 등을 통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어진 주제에 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문제

여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모든 활동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실행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능동적인 프로젝트의 계획과 활동을 통

하는 점이 항상 어렵고 부담을 느꼈다. 활동을 준비하며 반응이 좋고 참여하는

해 캠페인을 하는 데 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다양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지만, 활동에 참여를 하면

한 분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팀원들과 함께 즐겁게 동아리

주는 상품들이나 준비하는 재료들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었다. 그 때마다 실망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을 하곤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다음 활동을 더욱 더 고심하고 부원들을 격려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활동을 준비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성공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적으로 활동을 마쳐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다음 활동도 적극적으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북극곰의 장례식(SAVE THE POLAR BEAR)’프

로 준비를 했다.

고 더 많은 의견들을 나눠 극복한다. 또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곰의 멸종위기, 지구온난화의 주
범과 심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이를 통해 환경에 무심했던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재고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는 자세를 갖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지구온난화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학교인 만큼 교내 학생들과

늦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해 자료조사

함께하는 활동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봉사활동의 필수

했던 것을 토대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소 중 하나인 지속성을 항상 상기하며 활동을 하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도 있다. 전국의 유네스코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들이 연초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 매우 감사했다. 연말에도 그동안 한 활동 후기와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시

해야 할까요?

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활동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에

서울&인천지역 유네스코학교들과 협력하여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서 서로 일정을 조정해가며 한 곳에 모여 몇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연락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산 책로이다.”
보통 자신이 사는 곳 주변으로 산책을 다니곤 한다.
산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와 가까운 곳에서 걸어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과 소통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김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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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동물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동물들에 대해 무지하다.

있나요?

그리하여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기

우리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보다 넓게 보았다. 우리가 하나된 지구촌의 일원

위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 개개인이 멸종

임을 자각하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다루기보다는 보다 범지구적인 문제에

위기 동물보호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했다.

관심을 가지며 그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자 하였다. 특히 유네
스코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선정하여 학생들과 시청하던 중,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멸종위기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북극곰과 펭귄의 장례식을 치러, 우리의

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늑대와 산양 등이, 해외의 경우 남극과 북극의 빙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이 멸종위기 동물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사람들

가 녹게 되어 북극곰과 아델리 펭귄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사례들에 착
안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조사하고, 멸종위기 동물의
실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에게 인식시키기
•	멸종위기 동물의 실루엣을 색지로 제작한 뒤 사람들에게 묻는 퀴즈를 실시하여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피켓
으로 제작해 사람들의 멸종위기 동물 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멸종위기 동물의 얼굴이 그려진 팔찌를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판매한 뒤, 수익

보통 환경에 관한 문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에너지 절약 문

금을 멸종위기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하여 사람들이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적극

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 등에는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정

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작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굳이 해외의 멸
종위기 동물들까지 생각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늑대나 산양 등 멸종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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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멸종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멸종위기 동물을 지켜주세요,

멸종위기 동물의 실태에 대해

We Are Guardians of the Endangered Animals”

알리고 보호하자고 말로만 외

7월 31일,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대해 호소하고자, 전북지역 ASPnet 소속 학교인 익산함

이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적극

열여자고등학교와 전주신흥고등학교가 뜻을 모아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캠

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서게 하

페인을 진행했다. 멸종위기동물의 실루엣을 담아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는 피켓

는 방안으로 멸종위기 동물의

을 제작하였다.

얼굴이 그려진 팔찌를 사람들
에게 판매한 뒤 수익금을 멸종
위기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하
는 활동을 했다. 아이들을 잡
상인 취급하는 일부 관광객들
로 인해 활동과정에서 아이들
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
에도 하나라도 더 팔아야 기부
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며 판매
에 열을 올리는 아이들의 모습
에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사람

아이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

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

어낸 2만원이라는 작지만 소중

천 방안 몇 가지를 피켓으로 제작하여

한 금액을 네이버 해피빈의 ‘멸

사람들이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직접

종위기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한편 멸

하였다. 사람들의 냉대에 상처

종위기 동물의 영정사진을 제작한 뒤,

를 받았던 아이들이 판매 수익금을 정산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었

영정사진을 들고 시가행진을 함으로써

다. 아이들의 열정이 부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멸종위기 동물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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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행동,

자 노력하였다.

“당신은 꿈이 있나요? Wake Your Dream up!”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이었

8월 13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ASPnet

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학생들의 열의를 아는 교사의 입장에

의 일원인 익산함열여자고등학교, 전주신흥고등학교, 군산동고등학교, 전북외국

서 무척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멸종위

어고등학교가 연합하여 꿈을 주제로 캠페인을 개최했다. 꿈이 있는지 사람들로

기 동물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열성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학생들의 열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의미에서 꿈에 대해 묻는 피켓을 만들어 앙케이트를 하

정이 정말 아름다웠다.

고, 꿈이 없다면 꿈이 없게끔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했다. 꿈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은 피켓에 구멍을 뚫은 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고,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사람의 얼굴을 물풍선으로 맞혀 꿈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앤다는 퍼포먼스를 통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해 사람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

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갖게 되었는지, 책과 같은

어진 느낌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 스스로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간접 경험을 통해 갖게 되었는지를 물어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생각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부원들이나 다른 학교 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꿈이 없다’는 대답을 하셨던

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스스로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는지를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직업을 가지셨을 법한 나이대의 어른들이었다는 것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는 원래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해 ‘말을 할 때

놀라웠다. 꿈이란 평생을 두고 고민하며 자신의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들다’, ‘두서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 편이었다. 그런데 캠페

쉼 없이 떠나는 여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 활동을 하면서 말을 더욱 조리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바삐 지

꿈이 없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항목을 피켓에 적은 후 해당 항

나가시는 분들께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캠페인에 참여하실

목을 사람의 얼굴로 형상화하여 얼굴에 물풍선을 맞혀, 자신의 꿈을 방해하는

수 있도록 설득해야했기 때문에, 보다 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요소를 없애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물풍선 던지기 퍼포먼스에

되었다. 또한 10월 22일에 전주신흥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다문화교육을 통해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캠페인 전체에 대한 사람들의 참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봄으로써 다문

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화라는 것이 우리 주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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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5월 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진행했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 캠
페인’이 있었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을 어머니께서 우연히 보신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원영이 사건’에 대한 자료를 보며, 피켓에 적을 ‘이웃사랑 실천법’
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자료를 보시고는 이웃사랑 실천법 피켓에 관심
을 보이시기에 거기에 적힌 실천법을 가르쳐 드렸다. 어느 날 유모차를 밀고 있
는 이웃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웃 분을 위
해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평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엘리베
이터를 잡아준 적 없는데, 내가 캠페인을 준비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가르쳐드
렸던 이웃사랑 실천법 중 하나인 ‘이웃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세요.’를 실
천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변화란 크고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
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사소한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학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주로 활
용했다. 카카오톡이라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단체 카톡방을 개설한 뒤, 다
른 유네스코학교들과 캠페인의 주제, 방향, 각 학교 간의 역할 분담 등을 자유
롭게 토론하였다. 메일은 즉각적인 답변이 어렵고, 전화는 두 사람 간에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여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카카오톡을 통
해 소통하는 것이었다.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여러 명이 가능했다. 또
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다른 학교
친구들이 내는 경우도 있어, 연합 캠페인이 더욱 풍성해졌던 것 같다. 또한 유
네스코 동아리의 대표 학생이 5월 말에 진행했던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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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 경험을 쌓고,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어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교육에 참석한 다른 학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교 대표들과 유대를 쌓아 연합 캠페인을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를 적극 활용해

전라북도 세계시민 공동행동 할 때도 그렇고, 10월 22일에 연합 캠페인 할 때

야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인들은 전자기기와 단 1분 1초도 떨어져 있지 않다. 그

도 그렇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큰 행사였는데도, 캠페인 장소에

렇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캠페인을 알리는 방법은 SNS에 프로젝트의 사진과 촬

가니 관련 물품 지원이 없어 다소 당황스러웠다. 학생들이 캠페인을 진행할 때

영한 동영상을 올린 뒤 해시태그를 다는 방식 등으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잡상인’ 이냐 하는 것인데, 최소한 UNESCO라는 이름

라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

이 있는 천막 정도만 설치해 주었어도 아이들이 캠페인을 진행하기 훨씬 수월

법도 있지만, 홈페이지는 실시간 확인 및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페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또한 학생들끼리 ‘전국 단위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플래시몹을 UCC 형태로 제작하여 SNS에 올

도 단위로만 연계하지 말고, 최소한 전북-충남처럼 인근의 타도와도 연계했으

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면 한다. 특히나 현재 유네스코 활동은 경상도, 서울, 경기 쪽이 아주 활발하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유네스코 프로젝트 활동을 우리가 참관한다든가 같이 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8월 13일에 진행했던 유네스코 공동행동 캠페인은 생각보다 더욱 성공적이었
다. 아무래도 세 학교가 연합해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라 캠페인 하나를 완수하
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관광객들의 캠페인 참여를 효율
적으로 독려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러나 ‘물풍선 던지기’, ‘유네스코에서 제
작한 팔찌를 캠페인 참여자에게 증정하기’, ‘앙케이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간
단한 주전부리 제공하기’ 등의 활동을 캠페인과 접목하여, 캠페인에 ‘재미’라는
요소를 집어넣었다. 그로 인해 캠페인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변화이다.”
세계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함열여자고등학교 윤보경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등불이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끔 해주며
또 내 앞 길을 비춰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함열여자고등학교 김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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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21세기 글로벌 사회인만큼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유네스코 동아리의 특성상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세계

있다. 곧,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학교 또는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

화 및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화에 대하여 알아보는 도중 자

했다시피, 그러한 문제들로는 다문화와 지역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있

연히 세계화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문

수 있는 지역사회,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없는 깨끗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

제점을 해결·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역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또 이를 통하여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고유문화도 창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종이 다

조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 발전에도 힘쓰고 싶다.

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에는 대
기오염부터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여러 가지 오염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었다.

① 다문화 인식 개선 및 환경오염과 관련한 내용물 전시 및 교내 홍보활동

다문화와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탐색하며 또 다른 분야의 문제점과도 엮여

•	학교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환경오염에 대한 글쓰기, 포스터 등의 대회를 개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여

최하여 우승작을 학교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게시
•	석식, 중식 시간을 활용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피켓 홍보활동 실시

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지역 고유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과다배출, 음식물 쓰레기 남기기 등은 환경오염을 유발

②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정크아트( Junk Art ) 대회 실시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활용하여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정크아트(junk
art)’를 활용하여 반별 정크아트 만들기 대회, 정크아트 박람회 등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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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인성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새로운 경험과 진로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환경,

유네스코의 이념인 세계평화를 위해 1, 2년이 멘토멘티가 되어 정나누기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 실시

3월 16일 시청각실에서 올해 효성 유네스코가 조직이 되고 2번째 모임에서 1,
2년들이 멘토멘티가 만들어졌다. 방법은 회원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③ CCAP 활동을 통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문화교류 및 활동 소감문 작성 및 전시

미리 예쁜 그림으로 짝을 맞춰서 멘토멘티를 정하고 앞으로 활동할 때 2학년

•	유네스코의 정기적인 활동인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을 듣고 문

멘토가 후배 멘티에게 모범이 되고 정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위안과 많은 것

화적 차이에 대한 개인의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

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네스코인으로 성장하고자 했다.

•	그룹 별로 여러 나라의 다른 문화를 소개해주는 마인드맵 제작, 전시
④ 세계 문화유산 탐방 활동을 통한 세계 문화 교류 및 경험
•	유네스코의 행사 중 하나인 세계문화유산 탐방 활동을 통해 문화 해설사를
통한 교육활동,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
•	세계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지역 고유문화
를 소개
⑤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UCC 제작
•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UCC를 제작하여 자율시간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줌

대구의 가톨릭의 중심인 성모당과 성유스티노신학교, 관덕정순교기념관
탐방활동
3월 30일 반일제 활동으로 점심을 먹고 올해 첫 번째 탐방 활동으로 대구의 가
톨릭의 중심인 성모당과 성유스티노신학교, 성직자 묘지, 관덕정순교기념관을
탐방했다. 우리 학교가 가톨릭 학교로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역사
와 순교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도전하다
4월 8일 올해 처음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결정하고 관심있는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수렴해
서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것들
을 만들고 나무그림으로 표현해
서 제작했다. 다문화 인식 개선,
정크아트, CCAP 활동, 세계문화
유산탐방, 지구촌 환경문제를 다
루기로 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볼리비아 수업 실시
4월 27일 6, 7교시 동아리 시간에 대구대학교의 남미 볼리비아 유학생 '바니아
우안까' 학생과 통역인으로 온 대구대 멀티미디어학과 3년에 재학중인 최나희
학생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 볼리
비아의 문화와 예술, 교육, 음식,
전통 놀이 등등 다양한 부분까지
도 교육하고 소중한 체험을 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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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명사 초청 인문학 교실 개최-이시명(세금으로 보는 경제)
6월 8일 수요일 동아리시간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

인돌 유적지를 탐방하며, 고인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근처 청

울 교보생명에 근무하는 이시명 강사님을 모시고 ‘세금으로 보는 경제’라는 좀

보리밭도 찾아서 요즘 보기 드문 예쁜 추억도 남길 수 있었다. 다시 전주 한옥

독특한 주제로 사탕과 다양한 게임으로 경제를 풀어가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

마을을 찾아 우리 고유의 한옥의 멋스러움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일깨웠다.

의가 펼쳐졌다.

대구 근대 골목길 투어로 청라언덕, 계산성당, 이상화·서상돈 고택 탐방활동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일본 수업 실시

5월 25일 수요일 반일제 동아리 활동으로 대구 근대 골목길 투어로 청라언덕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동아리 시간에 올해 두 번째 CCAP 활동으로 대구대

과 의료박물관, 계산성당, 이상화·서상돈 고택, 대구 한의학 박물관 탐방활동

학교에 유학생으로 온 일본인 니시히카리 학생과 통역인으로 온 대구대 산림자

을 조영수 해설사님의 도움으로 다녀왔다. 대구시민으로서 꼭 알아야 하기에

원과 4년에 재학중인 박찬 학생에게서 다양한 문화와 교육, 예술 등을 배웠으

유네스코인답게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잘 지켜나가길 바란다.

며, 전통놀이 체험과 유카타를 입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주 한옥마을과 고창 고인돌 유적지 탐방활동
5월 14일 토요일 40명이 버스를 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 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러시아 수업 실시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동아리 시간에 CCAP 활동을 대구대학교의 유학생
인 국제한국어교육과 4학년 오흘럽코바 알레나 학생과 통역인으로 온 대구대
학교 초등특수교육과 1학년 김하성 학생의 도움으로 진행했다. 러시아의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환경, 전통, 음식 등 다양한 방면으로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국립대구박물관 탐방활동과 체험활동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효네스코는 교외 체험활동으로 국립대구박물관을 찾았
다. 대구에 살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유네스코 명사 초청 인문학 교실 개최-제갈덕주(문법과 언어 예절)
6월 1일 수요일 동아리 시간에 유네스코대구협회 창의력 개발센터장이자 개방
형지식대사전 집필에 참여하셨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시는
제갈덕주 교수님이 오셔서
‘문법과 언어 예절’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특강을 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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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직접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해봄으로서 귀한 문화의 가치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정크아트 개최-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모해 실시

를 알게 되었다. 이날 탁본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상품권 시상도 했다.

2016년 8월 3~26일까지 효성여고 유네스코가 주관한 ‘정크아트 공모전’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출품을 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입상자가 결정이 되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과 종묘 탐방활동

고, 작품들을 중앙현관에서 전시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

2016년 9월 3일 토요일 효성 유네스코 학생 38명과 3명의 선생님이 함께 서울

왔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들은 방송 조회 때 시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세계문화유산 탐방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세계문화유산 및 대학 탐방을 통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네스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자아 성장과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시청광장, 덕수
궁, 청계천, 광화문, 창덕궁, 종묘,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탐방을 하는
강행군을 했다.

대구교육청 창체 동아리 축제 참가-대구학생문화센터
2016년 10월 17~20일까지 4일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창체동아리
축제에 효성 유네스코도 공모해 당선됐다. 그동안 활동한 사진과 체험수기를

유네스코 명사 초청 인문학 교실 개최-최준영(세금으로 보는 경제)

모아 전시하고 체험활동으로 페이스페인팅, 실팔찌 만들기, CCAP 활동 국가

2016년 9월 7일 수요일 6, 7교시 동아리 시간에 명사초청 유네스코 인문학 교

퀴즈, 외국인 옷 입고 사진 찍어주기 등을 실시하여 인기있는 코너로 자리매김

실이 개최되었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또래멘토, 최준영 강사님을 모시고 ‘나

했다.

도 문화 기획자가 되는법’이라는 주제로 멋진 강의를 들었다.

※	이후 효성여고는 동아리 축제인 샛별 한마당, 분도노인마을 봉사활동, CCAP
활동, 효성 유네스코 체험활동 5집 발간 등이 계획되어 있다.

유네스코대구협회 야구장 봉사활동-삼성라이온즈 파크
2016년 9월 7일 수요일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효성 유네스코 학생 20명은 유네
스코대구협회가 주관한 2016 야구장 관람과 봉사활동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야구장을 수성구 대공원역에 새로 개장한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개최해 분위기가 좋았다. 마치고 주변 쓰레기도 줍고 봉사활동 시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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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나아가 전세계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수단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을 수 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대구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회와 교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하고 더 범위를 확장하여 전 세계의 학생들,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프로젝트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우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한

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나아

다면 그에 대한 해결 또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CCAP를 통해 여러 외국의 문화들에 대해 미처 나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반성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문제 상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황에 대해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점은 생각보다 주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었다는

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다문화로 인한 갈등이나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좀

것이다. 홍보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비해 시민들

더 명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의 반응도는 우리의 기대보다 높지 않았다. 그것 또한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왔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느껴졌다. 결국 우리 모두가 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욱 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나갈 것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임을 믿고 계속 활동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변화가 주변의 변화를 만들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어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교류하여 함께 활동했던 점은

한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혹은 활동을 마치고 난 후에 그 내용이나 성과를 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아리 내에서만 고민하던 점들을 같은 고민을

변 친구들, 선생님들, 가족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신천에서

가진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을

봉사활동을 하며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였다. 그로 인해 조금이나마 앞서

수 있었고 서로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자극이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

말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더 넓고 깊게 확장하여

물론 이러한 영향력이 지금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그

더 많은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훨씬 다양하고 훌륭한 기회를 만들어나갈

러한 문제들을 인식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것은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을 해결할수도, 예방할수
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활동이 주변에 미친 영향력이 지금은 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록 작게 보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큰 결실을 이루게 될 가능성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단지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지역사회가 짊어지게 될 문제들이며 미래에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금만 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

해야 할까요?

달라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될수록 다양한 생각

많은 활동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지역 사회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들이 나타날 것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힘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신천 정화활동에서도 대구 전지역의 뜻을 함께하는 동

이 될 수 있다.

아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

또한 프로젝트 활동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었던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으며, 지역 사회의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 우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리가 목표로 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의 활동에 대해 홍보할 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비록 지금은 여러 작은 생각들의 모임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에 불과할지라도 이것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주변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

현대 정보사회에서 가장 큰 이점은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수단을 통해 전국, 더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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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효양고등학교

샐러드볼 (Saladbowl)
학교주소
경기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 545번길 55
지도교사
김관재 선생님, 정아름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아름, 안유진, 강병훈, 이민서
박세현, 조진희, 김대우, 양혜인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마음 속에 심어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학생, 시민들에게 다양함, 포용, 다

있나요?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이천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쌀 축제 방문객의 43
만 4천여 명 중 외국인 관광객이 7천여 명일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왕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이천 다문화센터에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함

문 제 접근

께하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멘토링 학습,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등 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재단, 이천

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천 효양고등학교에서는 국제화 프

시 다문화 가정협회, 외국인 거주자, 다문화가정 아이들과의 면담 및 자료조사와

로그램을 통해 해외 고등학교와의 컬쳐박스, 교내 다문화축제 그리고 교환

설문조사

학생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세계화에 발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은
이천 지역사회내에서의 다문화 현상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

옹호 활동
학교 및 관내 프로그램 참여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다문화 멘토링 참여

우리 학교만 하여도 외국인 친구와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재학 중이며, 앞서

•	교내 다문화 관련 캠페인 실시 = 축제 시 다문화 관련 부스 운영

말하였듯이 이천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천이란 도

•	다문화 관련 주제로 모의 UN 실시

시에서는 여러 문화를 교류하는 따스함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간혹 눈살을

•	교내 ‘효양헤럴드영자신문’ 동아리에서 다문화 관련 기사 작성

찌뿌리게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 우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자

•	이천 쌀, 도자기 (세계비엔날레) 축제 통역 봉사

국민에게만 따스한 시선을 보내며 자국민끼리만 인심이 좋고 공동체 의식

•	다문화 정책 검토 (인권, 복지) 와 이자스민 국회의원과의 FGI를 통해 대안제시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 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까지 포용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자신들의 이웃으로 여기는 세계시민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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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다문화협회로 대신

지구촌빈곤퇴치 캠페인, 모두의 바람, End Poverty

가정협회에 들러 김복란 이천시 다문화 가정협회장님, 송계화 정책연구원님과의

10월 17일, UN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빈곤퇴치를 희망하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 기말고사가 끝나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하여 서울·강원지역 ASPnet 소속 학교들과 연합하여

고 이 때 쓴 정책제안서를 갖고 이천시청 다문화행정과에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 남산과 명동 부근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지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
용하여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구촌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관

드림캐쳐, 다문화 멘토링

심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매월 첫 째주, 셋 째주마다 창전동 문화의 집에서 다문

해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화 가정 친구들과의 멘토링에 참석해오고 있다. 3시간의 멘토링 시간 동안 우
리는 친구들의 학교 내신공부와 제2

효양 모의 유엔,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협력

외국어를 가르쳐주며 친구들의 학업

5월 30일, 레인보우 프로젝트 Action에 앞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와 해

에 대한 긍지와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

결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7교시 자치시간에 ‘다문화 사회 통합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친형제처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공부 외의 고민을 들어주고 심리놀이

중국, 한국 등 각 나라의 대사가 되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자국 내 상황, 자국 정책

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을 담은 기조연설문 그리고 이주노동자 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협약 및 방안 등을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영어로 회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훗날

다.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가정 친구들

미래에 우리가 수립하고 싶은 정책 등을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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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뿐만 아니라 멘토인, 우리들도 매일매
일 배우며 성장해 가고 있다.

효양영자신문, 다문화멘토링 & a Choice ore a Must?
2016년 효양 헤럴드 영자 신문에 김아름, 안유진이 다문화 멘토링 활동과 현대
의 다문화 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 전교생 친구들에게 배포해 소개하여 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보
람깊은 시간이었다.

교내 소논문 팀 프로젝트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소논문 프
로젝트에 ‘이천시 지역 내에서의 다문
화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조원

이천시 다문화 가정협회에서의 정책미팅

들 모두가 함께 참가해 현재의 다문화

7월 26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

시대에 관련한 문제와 시각들을 정확

각에 잠기다 이천시내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와 교육에 관한

한 수치의 연구자료들을 참고해 연구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에 건의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천시 다문화

하였고, 온라인과 방과후의 교외, 점심
시간의 교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
여 다문화에 대한 정부, NGO, 학생들
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들이 생각하
는 다문화와 세계화의 정의를 다시 탐
구하였다. 또한 그 후에 우리가 생각
하는 다문화시대가 이루어지기 위해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Action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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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자기 축제, 영어, 중국어, 일어 통역봉사
4월 29일부터 5월까지 22일간 진행되었던 매해 열리는 이천 도자기 축제에 조
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도자기 축제에 방문하는 미군기지 가정, 대사분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어로 도자전시관의 관람을 설명해 드리고, 도자판매관에서 상
품을 구매하실 때 판매자분과의 원활환 소통을 도울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시간
을 보냈었다.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하거나 담당 선생님들과의 잦은 연락을 통해 소통하였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청·장년층까지의 사용 빈도가 잦아

우리 조원들은 비슷한 진로희망과 관심사로 모인 팀이다. 그리하여 역시 다문

지고있는 SNS를 통해 카드뉴스, 포스터, 영상매체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설

화, 세계화, 인권, 평화를 향한 관심 또한 같은 마음으로 매우 크게 가져 왔었

문조사, 캠페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 항상 일상 속에서 다문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정보들을
나누며 포용과 경청의 자세로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방안을 탐구해왔다. 하지만 인문계란 틀 속에서 우리는 다문화 문제에 대한 생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각을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며 탐구에만 그쳐왔었는데, 이번 2016 유네스코 레

처음 우리가 쓴 정책제안서를 다문화와 관련이 깊은 국회의원님이나 개인적으

인보우 프로젝트는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해 오면서 다양하고 존중받는 다문화

로 인연이 있는 이자스민 의원의 보좌관분들과의 FGI를 진행하려 했으나 부족

사회를 만들기 위한 Action을 취하여 지역사회, 교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 시간탓에 생각만큼의 깊이 있는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수 있었다. 또 모둠원들과 활동 준비를 위해 보낸 많은 시간 동안 다문화에서가

천시 다문화가정협회에서의 정책제안 미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아쉬

아닌, 우리 서로 속에서 발견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웠다. 하지만 기말고사 후 이천시청에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제안서를 전달

성숙함을 얻었다.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추후 우리의 정책제안서를 더 깊이 있게 다듬어 보
좌관들과의 FGI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외국인, 이천시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는 예상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외로 많은 분들의 관심 덕에 정말 다양한 결과를 얻어 참고할 수 있었다.

교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

가장 어려웠던 점은 모든 조원들과의 활동 준비를 위한 만남의 시간을 잡는것

식, 편견들을 깨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그 후 친구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이었다. 하지만 갈팡질팡하던 것도 찰나, 교내 7교시 자치시간과 점심, 주말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 다문화 정책 제안 미팅을 통해 다문화가정협회, 시청

간을 틈틈이 활용하며 열심히 준비하였다.

선생님들에게 다문화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열정을 보여주어 선생님들에게 감
동과 긍지를 높여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고,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학교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공부와 심리놀이, 고민상담을 통해 학업적, 정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학교와 선생님께서 우리가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조금만 더 많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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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좋겠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활동 중간즈음 충고를 해주시는 등의 연락을 취해

해야 할까요?

주면 팀들이 활동들을 잊지 않고 더욱 긍지에 힘입어 보고서와 활동들을 꾸준

지역사회(이천시 다문화 가정협회, 이천시 1365자원봉사센터)와는 센터에 방문

히 수월히 해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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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 안의 소리
세상을 바꾸는 집단지성인의 힘!
학교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복대동 2457번지)
지도교사
정지황 선생님, 섭미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진하, 조민우, 오명진, 신희슬, 김응서, 김현찬, 박수연
장하늘, 정지연, 신정민, 박수연, 장하늘, 정지연, 신정민
안창용, 전민영, 마보경, 이연주, 연승준, 정민아, 정지우
이동주, 이상윤, 최석현, 모정인, 황선화, 박상균, 이학준
홍동우, 박가연, 박효정, 신서연, 임설빈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자연과 친숙해지도록 하고 싶었고, 복지센터나 병원에 해바

있나요?

라기를 기증하여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기다림의 미

작년 9월 청주 위안부 소녀상 설치 지정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

학’을 실행하게 되었다.

해 시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점이 안타까웠고, 올해 초 학교에서 나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바르게 알

어준 위안부 관련 책자를 학생들이 함부로 다루는 모습을 보고, ‘Blooming

게 하고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위안부 프로젝트)’를 실시하자고 결심했다.

Their Hopes With You’를 실시했다. 또한 이면지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

또한 올해 우리가 1월 인도에 방문하여 교류 학습을 하면서, 5월에 우리 학

생활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고 작은 노력이 모여 하나의 큰 성과를 가져올 수

교에 방문한 대부분의 인도 친구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물론,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면지 활용 캠페인(스마트 환

고장 청주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지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나마

경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스떼 인도’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인도 학생들에게 알려줄 우리의 모습과,
더 나아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한 지역문화 발굴하기 프로젝트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실행하기로 했다.

•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원들끼리의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서로
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진행 과정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함께 돕겠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인도 학생들에게 한국과 청주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 자료 조사와 홍보물
등을 만들며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 고유문화에 대해 바로 알고, 인도에 우

•	전교생에게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기 전, 우리 부원들이 먼저 제대로 알고, 실
천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 문

리나라와 지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나마스떼 인도’를 실시

제였는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다음에는 더 나은 활동이 될 수

했다. 또한 삭막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학급 친구들과 해바라기를 키우며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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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 정하기(교실 활동)

약적으로 활동하기로 논의하였다. 방문 장소를 설정하는 과정에선 우리가 생각

3월 초 1학년 신입생을 선발하여 첫 동아리 활동시간에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

보다 우리 고장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5월에 우리

로 진행할 활동들을 논의하였다. 담당 선생님의 자율적이고 허용적 분위기 속

학교를 방문할 인도 교환학생들의 시각으로, 우리 지역을 매력적으로 느낄 곳

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 목표를 정할 때, 무엇이 가능

을 고르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하고 가능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나와 학생 중심의 유네스코
활동의 첫 시작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었다.

CCAP 콜롬비아 문화수업 사전준비(다문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찾아가는 다문화 수업에 우리 학교가 당첨되어 4
월 첫째 주, 앞으로 찾아오실 콜롬비아 선생님의 나라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찾
고, 강의의 질문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콜롬비아가 커피생산국이며 남
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외에 알지 못했던 무지를 깨닫게 되었다.

원인과 결과 나무 그리기(비전 세우기)(교실 활동)
올해 경험할 주제들을 반드시 이
루고자 다짐하여, 전체 학급과 비
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동아리 임
원진들이 대표해서 원인과 결과

CCAP 콜롬비아 문화수업 체험 (다문화)

나무를 만들었으며, 유네스코실에

4월 말 기다렸던 콜롬비아 출신의 외국인 강사분이 오셨고, 콜롬비아인도 영어

전시하였다. 앞으로 유네스코실을

를 매우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볼레로와 판초를 걸쳐보고 그 나라의 평소

개방하게 될 때 많은 학생들이 학

날씨가 어떨지 추측도 해

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

보았다. 미국 드라마 ‘모던

로젝트의 큰 뜻을 알고 활동에 적

패밀리’에 나왔던 여배우가

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랐다.

전형적인 콜롬비아에 대한
대표 이미지라는 편견을 알
게 되었다. 생활양식은 기

지역문화 알리기 방문 장소 정하기(교실활동)

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4월 첫째 주, 우리는 공식적인 활동비가 나오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집

는 것, 그리고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마스떼 인디아! 준비(다문화, 세계화)
5월 둘째 주 인도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휴게실로 사용할 교실을 꾸몄
다. 귀한 손님을 환대한다는 생각으로 교실 꾸미기 및 자리 배치부터, 환영 문구
만들기까지 환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면 기뻐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
려해 보고, 더 나아가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준비가 정성과 환대라고 느껴질
지 타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게 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528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나마스떼 인디아! 운영(다문화, 세계화)
5월 넷째 주 인도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할 동안 우리는 인도 친구들과 함께 공
유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강남스타일은 인도에서 매우 흔한 음악이었
으며, 요즘 인기가 있는 Pick Me Up이란 음악의 율동도 능숙하게 따라할 만큼,
우리나라처럼 흥이 많고 유쾌한 학생들이었다. 전세계 인구 2위인 인도의 영어
발음에 익숙해져서 더 많은 지구인들과 대화를 능숙해졌으면 했다.

아프리카 브릿지 캠페인 카페부스 준비(인권, 세계화, 다문화)
7월 교내축제를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아동의 교육공간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기금 모금 캠페인 홍보지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구와 그림을
선정하여 꾸몄다.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창의적인 모습에 다들 깜짝 놀
랐다. 그리고 홍보물을 꾸미는 과정에서 캠페인의 본 취지를 더욱 더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의 UN 토의(세계화, 인권)
6월 둘째 주 동아리원들이 모여, 세계화의 장점 외에 단점을 고민해보고 세계
화의 가치를 판단해보는 모의 토의시간을 가져보았다. 전체 인구의 식량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의 착취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딜레마의
찬.반 토론이었다. 세계화하면 항상 언어와 문화만 생각했었는데, 내부에 얽혀
있는 부정적인 면도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프리카 브릿지 캠페인 카페 운영(인권, 세계화, 다문화)
7월 교내 축제 기간 동안 아프리카 아동의 지역교육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모
금 운동으로 손수 만든 음식을 팔아서 기부금을 마련하였다. 동아리 구성원들
이 카페 스낵코너 메뉴를 구성하고, 직접 집에서 하나씩 조리 기구를 들고 와
큰 부담은 되지 않았
다. 준비된 간식을 모

Blooming 위안부 여성 돕기(인권)

두 판매했을 때, 우리

7월 교내축제 때 아프리카 아동 돕기 모금운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안부

모두의 힘을 모아 이

할머님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위안부 뱃지를

룬 성취감이란 말로

판매하였다. 금색나비 모양의 위안부 뱃지는 금방 동이날 만큼 인기가 좋았다.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사회문제를 공감시키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이었다.

깨달았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으면 성취할 수 있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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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브릿지 캠페인 홍보(인권, 세계화, 다문화)

지역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여서 더 떨리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위해 우

2학기 개학 때부터 전 학급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브릿지 캠페인의 기본 취지를

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무더운 날씨로 유동

알리고 모금 저금통을 나눠주었다. 올해는 유독 사랑의 빵 등과 같은 모금행사

인구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이번 계기로 유네스코 단체가 얼마나 많고 큰지 새

가 많아서 모금이 잘 되지 않았다. 점심시간 급식실의 많은 인파 속에서 동아리

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부원들이 돌아가면서 홍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웠으나 시간이 지
날수록 홍보 멘트를 고정화하는 등의 요령이 생겼다.

행복씨앗 가꾸기(환경, 평화)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행복씨앗 가꾸기 캠페인은 올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야심찬 사업으로서 기대가 매우 컸다. 소비하고 버리는 데 익숙한 우리
들이 생명을 기르는 습관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자 하였으며, 이
러한 땀과 노력과 정성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는 연계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했던 병원 환자분께 기
부는 못했지만, 학습 도우미실에 있는 학생들과 홀로 사시는 학급 친구 할머님
께 기증을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내년에 이 프로젝트
를 진행한다면, 봉사활동을 많이 가는 학급 친구들을 섭외하여, 학교 전체 단위
로 기증 기관을 스티커 투표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아프리카 브릿지 캠페인 결산(인권, 세계화, 다문화)
처음 모인 돈이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 7월 축제를 계
기로 2학기 개학하며 9월 말까지 거둔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약 100만원 남
짓의 금액이 모였다. 모금 행사가 별로 없었던 작년에 120만원의 기부금액이
모인 것을 고려하면, 큰 쾌거라고 생각이 되며, 십시일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신했다.

독도필통 만들기 및 기부(평화, 세계화)
10월 초 한국진흥문화교육원과 연계하여 진행한 독도필통 만들기 체험에 참가
하였다. 동영상을 통하여 독도가 아름다운 한국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
하였으며, 독도가 예쁘게 그려진 시트지를 사용하여 필통을 만들었다. 완성된
필통이 한국이 후원하는 약소국 어린이들에게 기부가 된다니 홍보와 후원 측면

8.12. 충북·세종 공동행동 (환경)

에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다.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학교에서 계획해서 전체

8월 12일 방학기간을 통해 충북과 인근 세종지역 고등학생들이 모여 단체 공

학급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동을 진행하였다.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다, 처음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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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먼저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조금 더 가까워진 우리

올해 프로젝트는 처음 계획대로 잘 흘러간 것도, 잘 흘러가지 않은 것도 있었

모두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싶다. 솔직히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모금활동

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랐다면 욕심일지도 모른다. 지역 문화

이나 유네스코 카페를 통한 기부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활동을 통

탐방을 하며 조를 짜고, 갈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사소

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기

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꼭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조

도 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며 대화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될

가 직접 활동을 계획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있으켰다는 것이 그 의미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 식량 부족 문제와 식량산업에 일하는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현재 지구촌 아이들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의 대립 문제에 대한 모의 UN 회의 때, 주제에 대한 생

이 더 이상 남이 아닌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절실히 느꼈다. 불과

각을 혼자하기에 어려웠지만 팀을 구성해 함께 자료를 찾아가며 의견을 정리해

1년도 채 안된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준 활동들에 감사

나가는 활동을 통해 각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팀들과 직접 토의를

하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확립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

해보며 문제를 인식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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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긍심이다. 앞으로 남은 활동들도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하며 좋은 수확을 거두
고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타이틀을 가지며 미래를 이끌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의 7대 이념과 방향성을 잘 띄고 있는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특히 아프리카 브릿지 모금 활동과 ‘기다림의 미학’ 해

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7대 이념 안에서 더 중요시되어

바라기 키우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학교 친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

야 할 테마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

었다. 각 반을 직접 돌아다니며 아프리카의 현 상황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어야

즘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인권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주제 형식을

한다고 설득하여 유네스코 외의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점심

추가하여 더 짜임새가 있는 구성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을 이용해 급식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교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잘 이루어

웃고 즐기는 점심시간이 아니라, 따뜻하고 잘 갖춰진 환경에서 밥을 먹을 수 있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충청북도 지역구 안에 있는 유네스코학교끼리

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기회가 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적어서 아쉬웠다. 전국구가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구 유

것 같다. ‘기다림의 미학’을 통해서는 학급이라는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작지만,

네스코학교끼리 협력하고 동아리 부원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큰 해바라기 꽃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반 친구들이 작은 생명에도 관심을 갖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돌아가면서 물을 주고, 일지를 쓰며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게 되었다. 이러
한 것들이 크게 겉으로 보여주는 변화는 아니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생각의 변
화를 만들어 준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몇 프로젝트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와 소통하게
된 시간이 많았다. ‘기다림의 미학’을 진행하기 위해 해바라기 씨앗 배부 및 참
여 방법 등을 각 학급 실장에게 직접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
는 이유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 전달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고개
를 끄덕거리고 질문도 하며 관심을 가져주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고, 다
음에 진행할 때는 간단한 책자나 영상을 만들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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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성심학교·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안동영명학교·R.U.R (Recycle-Upcycle-Re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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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성심학교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학교주소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368
지도교사
강민구 선생님, 전보배 선생님

학생구성원
심정우, 조민상, 김예담, 김유진, 이현아, 박경숙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지역사회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노인들과 즐거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
인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역사회
의 활기찬 연대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몇 번 방문하진 못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을 쌓아 가고 싶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
나요?
•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아보고 열심히 돕겠다.
•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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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사회 장애인 공동체 1차 방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알기

5월 26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서로를 소개하고 듣고 친구가 되기로 했다.

9월 22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그들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도, 그 분들도 같은 눈높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중 우리나라

서 서로를 칭찬하고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의 자연유산에 대해 공부를 하
였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멋진 곳을
새롭게 알게 되어 무척 뿌듯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돕기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알아보고 직접 실천하였
다.

학교 주변 청소
지역사회 장애인 공동체 2차 방문

10월 13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

6월 30일, 장애인 시설에 방문하였고,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익혔다. 지난 한 달

내고 여러 친구들을 위해 봉사할 수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방 기기를 연결해 즐겁게 노래를 불

있는 일이 많은 학교. 솔선수범하여

렀다.

청소를 하였고 친구들을 위해 봉사
할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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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즐겁고 신났던 1년이었다.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고 우리가 할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어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봉사를 하며 상대방이 좋아했

려웠다.

을 때, 우리도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위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해 조금은 아쉽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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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친구들이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더 넓게는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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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명학교

R.U.R (Recycle-Upcycle-Rethink)
학교주소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약길 12
지도교사
김기현 선생님, 하태완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명종, 김명훈, 권승길, 유병호, 이창서, 이시윤
김영한, 서미자, 임진수, 김희수, 김종선, 김정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만들어 낸

있나요?

폐기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리폼 제품으로 고안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안동은 두 곳의 쓰레기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신 도청시대를 맞아 쓰

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환경문제를 이

레기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쓰레기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획득하여 매

해하고 자신만의 리폼 제품을 만드는 창작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전반적

립이나 소각 처리시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에너

인 발달과 장애역량을 강화했다.

지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매립장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재활용품을 리폼하는 일은 소각 처리방법에 비하여 지역사회 환경오염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재활용품의 종류를 알고 평소에 재활용품에 관심 가지기!
•	다른 지역 친척, 친구들에게 재활용품에 대해 알리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유네스코 동아리 ‘Une-wa’ 활동 적극 홍보하기!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와 오염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나, 이에

•	재활용품으로 재생산된 생필품 및 소품 전시하기!

대한 태도가 다소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재활용품을 리

•	평소에 재활용품으로 만든 사용하기!

폼한 생필품, 디자인 작품 등을 교내와 지역사회에 전시함으로써 학생들
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한다.
환경은 선택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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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의 구성

용품인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각 층의 복도마다 분리

•	본교가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된 지 7년…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특성상 아주

수거 통을 배치하여 일상생활에서 분리수거를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느리게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는 성향으로 이제야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학
교이다’를 외치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정

리싱크의 실천

과 연계교육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이번 프로젝

재활용품을 리폼을 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학급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트의 주제를 RUR로 선정하게 되었다.

종류와 양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폐기물을 외부업체를 방문하여 리

•	프로젝트의 시작 전에 전반적인 학교의 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 현관과 복

폼을 하거나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 친

도 입구에 유네스코 학교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이 해야 할 일

환경적인 측면을 인지하도록 노력하였다. 학생들이 인지하는 부분에는 어려워하

이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직,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였지만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리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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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무엇보다 자신이 유네스코 학교의 학생으로 유네스코 활동을 인식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업사이클의 실천
각 학급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나 분리수거함에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필통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한 학급에서는 항상 먹는 우유팩
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선물상자 또는 필통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리폼을 시도하
였다.

리사이클의 실천
RUR 프로젝트의 리사이클 활동을 위해서 평소에 분리수거를 하는 습관을 기르
도록 노력하였다. 본교에는 카페를 운영하여 일회용 컵과 교실에서 나오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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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업사이클의 실천

리폼 작품 전시

썩거나 곰팡이가 핀 나무도마를 이용하여 학교 현판을 만들었다. 가정에서도 도

유네스코 부스를 열어 학생들이 만든 재활용품을 리폼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폐기물을 활용하여 인테리어 소품

참가한 학부모와 지역관계자들은 기존 디자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재활용품의

을 만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R,U,R 프로젝트를 할 수

변신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방법 이외에도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알려드렸다. R,U,R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를 미약하
지만 변화시킬 수 있었다.

유네스코 홍보 부스 운영
본교 학예회에서 유네스코 부스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에게 유네스코에 관한 인
식을 심어주는 캠페인을 시도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유네스코 활
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유네스코 활동하는지 홍보하였다.

작품을 통한 유네스코 홍보
유네스코 홍보 부스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리폼 작품을 구경하면서 유네스코
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지역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으로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하였다. 홍보 부스와 R,U,R 프
로젝트로 학부모님들과 지역관계자들이 유네스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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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지적 장애학생들은 학습한 그대로 할 수 있는 자극일반화(이전에 조건이 형성되

비교과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인 체험학습이며, 이를 통하여 환경

었던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 제시될 때에 동일한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와 학습

을 주제로 한 계기교육을 할 수 있었다. 환경과 재활용품 리폼이라는 융합된 교

한 것을 응용하는 반응일반화(유사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조건화된 반응이 계

육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환경의 날을 친환경 의미에 맞

속 일어나는 현상)가 따라야 한다.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위한 일반

게 계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의 실증적인 체험이 이루어졌다. 계

화를 위해서는 특성에 맞게 반복학습이 중요하다. 반복학습을 위해 매주 금요일

기교육을 통한 재활용품 리폼을 환경에 관련한 행사 취지를 갖는 특정 공휴일

에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을 분류함으로써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의 의미를 이해하고, 특정한 날의 취지에 부합되는 재활용품 리폼 활동을 가질

그로 인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하는 습관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이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환경과 관련한 현황을 이해하고, 삶에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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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많아졌다.
하나의 작은 노력으로 쓰레기를 많이 줄였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환경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문제는 워낙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

만하다.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특수학교에는 재활용품을 리폼하는 친환경디자인 수업 실시 경험이 없었다. 이러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친환경디자인 교육의 의미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재활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용품을 활용한 표준화된 친환경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부모님과 지역관계자들도 이 프
로젝트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셨다.
리폼한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함으로 학부모님들과 지역관계자들이
폐기물을 버리기보다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리폼을 해봐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주
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재활용품 리폼에서는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자신이 하루 동
안 발생시킨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인지함으로써 생활 속 생활 습관 및 태도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을 활용한 합목적성,
독창성, 심미성, 경제성 항목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은 주변 환경에서 재활용품 리폼에 대한 판단기준이 형성되어 앞으로
폐기물에서 재활용품에 대해 친환경적인 측면을 부모님에게 전하고 그 부모님
들은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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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 - OB 후기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변했다고 믿는다.
배고픈 이가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는지, 배와
등이 아주 가깝게 닿아있다. 예전에는 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었
다. 하지만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현대의 관점에서 이는 ‘단기적
으로’ 옳은 일이다. 단순히 음식을 주기만 한다면 언젠가 음식을 줄 수 없는 상
황이 올 때, 잠시 배불렀던 이는 다시 배고픈 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
적으로 옳은 일은 이들에게 음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외부의 도움
으로 그들의 삶을 존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피상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지속가능
한”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은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이다.
최근 이런 ‘교육’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지난 5월
27~28일 전국의 유네스코학교와 함께하는 2016년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에
스탭으로서 참여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학생들이 주
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2011
년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참가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
금 삐뚤어진 학생이었던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아닌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 수준에서 사회에 변화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
면 도대체 유네스코는 왜 돈을 들여가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인가?”하는 의문
을 가졌었다. 이 질문을 던진 지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나름대로의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지속가능한 변화’이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지속가능한 변화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스탭이 하는 일은 많지 않다. 스탭이
하는 일은 그저 아이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가깝게 하는 일이이다. 그 다
음은 아이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한다. 프로그램의 큰 틀만 제시해주면 아이들
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 해결방안이 맞고
틀리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서투른 경우가 더 많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
한 것은 자신들이 해결방안을 만들어보고, 틀리면 슬퍼하고, 맞으면 기뻐하며 계
속 스스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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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을 허술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고

2011년, 한 고등학생은 책상 앞에서 만고의 고민 끝에 글의 마지막 문단

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했고, 엉뚱한 곳에 비용을 지불하기

을 쓴다. 하지만 이내 지우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다. 수학과 과학을 좋

도 했으며, 팀원들 사이의 불화를 효과적으로 중재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하여 글과는 그리 친하지 않았던 학생에게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레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까지도 소중한 순간이었다. 정답을 맞추었을

인보우 프로젝트”의 참가 후기를 쓰고 그 글을 마무리 하는 일은 쉽지

때보다 틀렸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기 때문에, 문제가 무

않은 일이었다. 5년이 지난 2016년, 한 대학생은 책상 앞에서 역시 만고

엇인지 많은 시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올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

의 고민을 하고 있다.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미술

가했던 아이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올해 본인들이 추진한 레인보우 프

을 전공하게 된 나는 여전히 글이 쉽지 않다. 전공이 과학에서 미술로 변

로젝트의 부족했던 점을 돌아볼 것이라 믿는다. 남이 시킨 활동이 아니

하는 5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라 자신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 여전히 글과는 친하지 않다는 사실 외에도 변

위에서 말했던 ‘지속가능한 변화’이다. 단순히 나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은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문장을 굳게

스탭으로서 이번 세계시민여행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믿는다는 것이다.

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새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변했다고 믿는다. 2016년 지금 레인보우

운 경험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를 변하게 하는 것,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이들도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아이들에게

주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 변하고 그로 인

한 마디만 해주고 싶다. “실패하는 경험이든, 성공하는 경험이든, 어떠한

해 세상을 바꿀 인재로 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변화’이고

경험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길 바란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과
세계시민세계시민
프로젝트공동행동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나는 2011년에 참여했던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정말 많이 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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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 - 학생 후기

청소년들의 도전!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푸르름이 한껏 멋을 낸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명동 유네스코홀과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구호 아래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
생 70여 명이 참가했다.
세계시민여행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여행 시작 전 세계시민 여행 규칙을 정했다.
첫째 안전하게 여행하자/ 둘째 이름을 불러주자/ 셋째 학교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
하자/ 넷째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자/ 다섯째 나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자, 이러한 규칙 아래, 우리는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이동했다.
세계시민여행의 첫 발걸음은 정체성 의자 활동이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게 하고 싶
은 말을 하는 조금은 특별한 활동이었다. 많은 학생들은 ‘이주 노동자’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 ‘흑인과
결혼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왜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
계를 바라보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번 활동을 시작했다.
두 번째 발걸음은 무지개 도시 회의였다. 지역협의회를 통해 무지개 도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갈등을 겪고 서로 타협하며 무지개 도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상의 방법을 찾아보았다. 무지개 도시에
는 고소득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을 모두 내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절충안을 찾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세 번째 발걸음은 세계시민 특강을 듣는 활동이었다. ‘나는 한국계 세계인이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
게 남아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지만 세계로 뻗어나갈 세계인이다.
네 번째 발걸음은 학교별 프로젝트 발표시간이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유네스코학교들의 활동을 살펴보
고 보완해야 할 점, 잘한 점 등 피드백을 써주는 활동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며
성심성의껏 피드백을 달아주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섯 번째 발걸음은 지역별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총 7개의 지역으로 나뉜 레인
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친구들과 함께 할 공동행동을 직접 계획해 보는 활동을 하
였다. 많은 학교에서 한 곳에 모여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상세한 계획까
지 적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발걸음은 세계시민여행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리시간이었다. 2박 3일이 너무나 짧은 시간으
로만 느껴졌다. 무엇보다 같은 관심과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밤새워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았던 너
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광양백운고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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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성장한 학생들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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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여행을 통해 전국에 있는 유네스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고, 전
국의 유네스코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해서 더욱 좋았고, 뜻깊었습니다. 처
음엔 처음 만난 친구들과 2박 3일이나 어떻게 지낼까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만난지 몇 시간만에 하루만
이라도 더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졌습니다. 2박 3일동안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
는 첫 걸음인 나를 변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네스코 친구들과 앞으로도 계
속 인연을 유지해 갈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박 3일동안 서로 협동해가며 좋은 기억
한대부고 김서희

을 남길 수 있게 해준 세계시민친구들도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쭉 연락하고 지내자~유네스코 파이팅!

먼저 저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다른 유네스코학교에 재
학중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삶은 정말 더욱 더 도전적이고, 열정 넘치고, 남을 수용할 수 있는 삶으
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러한 영향을 준 친구들과의 2박 3일은 단 1%의 지루함없이 알차고 행복했습니
다. 정말 빽빽한 일정에 지칠만도 했을텐데, 시간가는 줄 모르며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 때가 아직도 생
생히 떠오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제게 2016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은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캠프였습니다! 친구들아 우리 지금처럼 우정 변치말고 죽을 때까지 우정하자~! 사랑해 ! 2016 유네스
코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 화이팅! ♥ Ps.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ㅠㅠ
효양고등학교 김아름

지원, 현숙, 희진쌤 and so on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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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여행을 통해 전국 유네스코 학생들과 직접 만나 서로의 의견도 들어보고 더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참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2박 3일 동안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지낼 생각에 걱정이 앞섰었는데 다들 성격도 좋고 친화
력도 좋아서 저도 함께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 많은 도움
주셨던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2박 3일뿐이었지만, 저에겐 올해 가장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활동들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2박 3일 동안 곁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 주신 유네스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저도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세종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 청주 상당고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님들 사랑
합니다♡ 곁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 그리고 따뜻한 애정주시는 우승희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상당고등학교 유화연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보낸 2박 3일은 아마 저의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
로 살아갈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추천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뜻이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 언제 또 이렇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은 기존의 우소영에서 더
욱 업그레이드 된 우소영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나의
장점을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로 기억됩니다. 여행동안 우리가 계획한 활동들을 실
천해 나아가며 작게는 내 자신을, 더 크게는 세상을 바꿀 그 날까지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기! 더불어 시간이 지났을 때도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과 세계시민 공동행동

1년만에 다시 찾은 세계시민여행은 피곤하고 지친 삶에 활력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기를 바라며 다들 화이팅!
원화여자고등학교 우소영

- 항상 곁에서 지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전국의 유네스코 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점이 참 많습니다.
서로의 고민이나 생각도 공유할 수 있었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도 다르다보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동안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
는 것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좋은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2박 3일동안 함께 지내며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모든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
다. 역시 옆에서 늘 조언을 아끼지 않던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 이번 세계시민여행 이후로 학교에서
할 유네스코 활동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아울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몇일 간의 짧은 인연이 아닌 오래 볼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남성여자고등학교 곽현정

부산경남 친구들, 남성여고 유네스코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잘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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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행동 - 활동후기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다
매일 똑같은 의견, 매년 반복되는 활동들.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영양가 없고
그렇다고 보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닌 단순하고 깊이 없는 활동패턴을 벗어나기
위해 올해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여하기 전부터 부원들과 머리를 맞
대고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끼리는 한계가 있었고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
워놓고는 모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또 부원들 중 몇몇은 유네스코가 말하
는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의 차이를 설명하
지 못하는 등 유네스코 자체에 대한 이해도 또한 부족해 우리 동아리의 심각성
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와 세계시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다른 학교 동아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가
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를 다른 학교 친구들과 유네스코 교육팀 선생님들에
게 꼭 물어보고 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시민여행에 참가하게 되었다.
유네스코회관에 도착하고 그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뽑고 공동의 규칙을 정하였
다. 공동의 규칙을 정할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처음 모인 팀에서 규칙을 정하
고 나서 또 다른 팀과 하나의 팀을 이루어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규칙들이 모이고 많은 친구들이 모여 결국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어색한 분위기도 풀어지고,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느낌이 들어 처음
부터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었다. 모두 만족하는 공동의 규칙을 정하고 난 뒤에
는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회관의 옥상정원을 둘러본 다음 이천 평화센터로
이동하였다.
2박 3일간 이천에서 지내면서 한 모든 활동들이 값지고 소중했지만, 특히 기억
에 남는 활동을 꼽으라면 지역분임-공동행동 계획과 학교별 프로젝트 발표, 세
계시민 특강을 꼽을수 있을것 같다.
내가 사는 밀양에는 유네스코와 연계된 학교가 우리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함께 활동이나, 대규모로 진행되는 활동은 계획할수조차 없었는데 공동
행동을 통해 세계시민여행에 함께 참가한 비슷한 지역의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
동행동을 진행할 수 있어 기뻤고 공동행동을 청소년의 날 전후로 전국의 유네스
코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한다는 게 각각의 학교가 아닌 우리라는 하나의 느낌이
들어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다른 학교의 활동내용과 그 방법이 정말 궁금해했었는데 학
교별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서 다른 학교의 활동도 알게 되고 우리 학교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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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동아리에 대한 자긍심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학교별 프로젝트 발표는 나중에 밀양에
돌아와 동아리를 하면서 활동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가장 현실으로 도움이 되었다.
한국계 세계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신 세계시민 특강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강을 들으
면서 그제서야 나는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심지어 부장을 맡으면서도 나부터가 유네스코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
를 하기보다는 활동 자체에만 목메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밀양
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특강을 들으며 필기한 것들을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은 다시 인터넷에 검색해보며 유네
스코에 대해, 세계시민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었는데 여태껏 내가 너무 무책임했었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는 마
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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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다보니 다른 학교에게 배울 점과 우리 활동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될 뿐만 아니

이번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유네스코가 어떤 곳이고 세계시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동아리 방향에 대해서
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세계시민여행에 참가하기 전에 목표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받기도 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들도 많이 얻었는데, 그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전국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 친구들이었다.
사실 밀양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도시 아이들이 사투리 쓰는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할까봐 걱정하고 겁을 먹고있
었는데,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방을 배정받고 짐을 푸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아
이스브레이킹 후 저녁식사를 하고는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친해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얼음땡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했던 수많은 걱정들은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나서는 만
나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낯설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졌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1년 365일중에 2박 3일이라는 짧은 순간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마냥 편
안하고 잘 통했다. 마지막날 아침에는 이제 곧 헤어진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결국 떠날 때에는 눈물을 보이는
친구들까지 있었다.
기대감과 두려움을 갖고 시작한 2박 3일은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값진,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
레며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만난 친구들은 자꾸 자꾸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고, 다시 만날 날이
밀양여자고등학교 허구슬

그려지는 ‘소중한 우리’이다.

549

2016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2016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행동

유엔(United Nations)이 지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8월 12일)을 기념하여 유

있는 전국의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지역별 협력 활동이다. 이들은

네스코한국위원회는 8월 7일(일)부터 14일(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16 유

지역 별로 모여 평화, 인권, 환경,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 등의 주제를 중

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나의

심으로 각종 이벤트와 퍼포먼스, 앙케이트, 전통의상과 놀이 체험, 플래시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구호 아래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몹 등 창의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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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외국인차별)
일시 : 8월 14일 12~15시
장소 : 일산 미관광장
참가인원 : 총 70명
세부 내용
플래쉬몹-밥-피켓활동-플래쉬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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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
권, 환경
일시 : 8월
12일 15~
19시
장소 : 청
주 성안길
철당간광장
참가인원
: 총 114명
세부 내용
꿈 명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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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 지장
나무 만들
SNS 인증
기
포토존 운
영

주제 : Do you have a dream?
and What it is?(꿈찾기 프로젝트)
일시 : 8월 7일 11~16시
장소 : 동성로 일대
참가인원 : 총 30명
세부 내용
꿈 설문, SNS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
팔찌 나눔, 꿈 릴레이

주제 : 평
화와 인권
(해당하는
다양한 주
제 다룸)
일시 : 8월
13일 11~
14시
장소 : 광
주 유스퀘
어 광장
참가인원
: 총 103명
세부 내용
평화와 인
권을 침해
받고 있는
위한 모금
문제들을
부스 운영
, 기부

제부 지역
주제 : 당
신은 꿈이
있으십니까
일시 : 8월
? 말해주세
11일 14~
요!
19시
장소 : 제
주 칠성통
참가인원
: 총 15명
세부 내용
꿈 찾기 캠
페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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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강원(8월 7일)
우리 대구·강원의 공동행동은 전북, 제주와 같은 주제로 하게 되었다. 요즘 친구들이
꿈이 없어서 문제라며, 주제를 꿈으로 잡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8월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많은 걱정들이 내
머릿 속에 항상 떠돌아 다녔다. 이 활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실시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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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레인보우 세계시민 공동행동 후기

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우려는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라졌
다.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에도 불
구하고 20명의 유네스코 친구들이 이번 공동행동에 참여를 해주었다. 내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비를 맞으며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기에 충격이었다. 그렇
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다시 나에
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기회가 닿는다면 이번 활동을 계기로 더
욱 적극적인 활동을 만들고 싶다. 끝으로 공동행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대구 원화여자고등학교 우소영

2. 서울·인천(8월 7일)
연합 준비를 오랫동안 해 왔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
고 깨달은 것에 매우 만족했다. 사실 ‘미혼모’라는 주제 자체가 사회가 이야기하기를 꺼
려하는 주제이기에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
여를 해주셨고 외국 분들도 자국의 언어로 미혼모 분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
주셨다. 이번에는 ‘미혼모’라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래
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고 꺼려하지 않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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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8월 11일)
지난 5월에 있었던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에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계획
했던 공동행동을 실행할 8월이 되었다. 드디어 8월 11일 목요일, 대기고 학생들과 제주
외고 학생들이 ‘꿈 찾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꿈을 알려
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중간에는 캠페인에 필요한 준비물들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하고, 캠페인을 시작하기 며
칠 전에는 캠페인이 망해버리는 꿈을 꾸기도 하며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또한 공동
행동이 있던 당일 날에는 장소 섭외와 시간 변경 문제로 일정이 틀어지게 되어 불안
감이 컸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캠페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힘든 점과 즐거운 점이 있었기에 뿌듯함도 그만큼 컸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강민지

4. 충북·세종(8월 12일)
드디어 약 세 달 동안 끊임없이 계획하고 회의하던 충북·세종 지역의 유네스코학교
공동행동이 막을 내렸다. 지역 지기를 맡았던 나는 부담감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
민에 사로잡혀 세 달을 보냈다.
걱정과는 달리 각 학교 대표들과 학생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 덕분에 공동행
동이 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 이 캠페인을 통해 여러 학교의 유네스코 학생
들이 모여 정말 세상을 바꾸는 행사가 된 것 같아서 기쁘고 뿌듯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캠페인을 개최하고 진행했던 선배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웠고 앞으로도 우리의 뒤
를 이어 유네스코를 책임져줄 후배들이 알찬 활동들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캠페인에 도움 주신 유네스코 위원회 선생님들과 더운 날에도 동참해주신
각 학교 유네스코 담당 선생님들, 동아리 부원들, 그리고 세계시민여행부터 함께 고생
한 충북·세종 지역 학교 대표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옆에서 항상 충고와 조
언 아끼지 않으셨던 상당고 우승희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청주 상당고등학교 유화연

나는 이번 공동행동 청주 제천 세종 친구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 뜻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처음 하는 큰 프로젝트라
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시간이 지날수
록 익숙해져서 재미있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
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통솔해야 모두가 이 공동행동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지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막상 상황이 앞에 닥치니까 팀으로 나눠 하는 방식
으로 진행을 하려 했다ㅎㅎ. 유네스코 캠프 덕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프로젝트를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서 뿌듯했던 공동행동이었다.!
세종 성남고등학교 송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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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대한 캠페인을 하게 된 계기는 친구들과 지역공동행동 계획을 짜던 당시 ‘우리에
게 가장 영향이 크고 가까이 있는 문제가 뭘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꿈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정하고 나니 더 구체적인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 중
꿈이 없다는 친구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의 입장이 아닌 어른의 입장에서의 꿈도 생각해보았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과 학생
이 아닌 신분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기도 하였
습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도록 하려면 학생과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나
누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사람들을 나누어 꿈이 생기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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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북(8월 13일)

를 물었습니다. 사실 캠페인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 성적 등 꿈을 방해하는 것들
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더운 여름 던지는 물풍선으로 풀자는 취지에서 동시에 진행한
물풍선 던지기는 물풍선에 물을 채우는 것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시작 시간이 상당히
지연돼서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발로 아주 성공적으로 캠
페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이 끝난 후엔 실시하였던 캠페인 결과 통계자료와
꿈을 찾는 손글씨 해시태그 캠페인을 페이스북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을 통해 일시적이
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캠페인 진행 중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도 자신의 꿈을 가지고 물풍선을 터뜨리시며 자신의 꿈을 응원하고 다시 다짐하는 모
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듯 꿈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전세계 모
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도록 모두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장원

6. 경남·부산(8월 13일)
청소년 불안감 해소를 주제로 펼쳐진 경남·부산 공동행동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엇보
다도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보람있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라 걱정도 많았지만 유네스코 한위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행동은 끝났지만 이제
각 학교에 돌아와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진해고등학교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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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남(8월 13일)
이번 지역 공동행동은 세상을 배부르게 할 나의 변화의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예상
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즐기자”라는 나의 목표를 이룬 것
에 큰 의의를 두고 생각할 때는, 유네스코를 통해 일어난 나의 변화의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주어진 모든 것을 즐기며 세상의 변화를 이루고
자 노력할 계기가 되었다.
남악고등학교 윤고은

8. 대전·충남(8월 13~14일)
‘코리아니즘, 한국을 통해 세계를 보다’
5월 세계시민여행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공동행동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우리 대전
은 ‘세계화’를 큰 주제로 ‘바람직한 한국의 세계화 방안’을 탐색하기로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세계화 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많은 기간 상의 끝에 세계에 알릴만한 가치가 충분한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공동행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자
대전 지역축제에 정식으로 부스를 신청하여 이틀간 공동행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통
부채 만들기, 한복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들로 부
스를 구성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미래 한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다.
머릿 속에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우리는 나만
을 위한 ‘이기적인 지식’ 보다는 사회 속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이타적 지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이런 이타적 지식을 전파하는 세계시민
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험이 사람을 만들고 인생을 바꾼다. 2016 유
네스코 공동행동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활자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
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행동을 함께 만들어간 대전지역 9개 유네스코학교 대표 친구들
과 공동행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유네스코 화이팅!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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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일산미관광장에서 진행한 플래시몹과 피켓활동! 약 70여 명의 경기
도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이라는 목적을 가
지고 춤 플래시몹과 피켓활동을 했습니다. 춤은 드림하이, Stronger, What
Makes You Beautiful, 이렇게 3개의 노래에 맞춰서 췄습니다.
캠프 때 보곤 못 봤던 친구들과 재회의 기쁨도 잠시, 모여서 연습할 시간이 없
었던 우리는 각자 학교에서 연습해오느라 조금씩은 달랐던 동작들을 맞춰보느
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동작들은 금방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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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8월 14일)

니다. 저희는 좁은 정자 아래에 모두 모여 비를 피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
는지 회포를 풀었습니다. 어느덧 비가 그치고 저희는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총
2회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서 아쉬웠고 두 번째는
꽤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고 호응해주셔서 재미있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모두들 힘들어 했지만 끝나고 나니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렇
게 다음을 기약하며 우리는 사진을 잔뜩 찍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호흡을 맞추는 일을 하게 되어
서 긴장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재미있
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지원 선생님,
백승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던 갓경기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에 볼 땐 더 멋있어져서 만납시다♡♡
문산수억고등학교 양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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