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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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학교 교장, 교사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며 전국 유네스코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열정, 고민이 담긴 유네스
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를 펴내
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인권,
평화,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의 고유문화, 경제정
의라는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
가 해외 유네스코학교,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들과 연
계해 실천방안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기
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유유히 흐르
는 강물처럼 매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여러
분의 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교장, 교사 선생
님들의 헌신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위해 애 써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
를 표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15년에 유엔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정
하고 2030년까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자고 선언
했습니다. 17가지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가난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들을 달성하려면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촌의 취약한 이웃들
에게 조금 더 포용적이며, 따뜻한 세계시민의 모습에 한발짝 더 다가섰기를 진
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특성화고 등 다양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공부
하는 학교들을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받아 들여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저 마다의 꿈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국제사회의 주역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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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헌장 전문(前文)
UNESCO Constitution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
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
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해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
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
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
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
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
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
하게 제공하고 객관적 진리를 구속 받지 않고 탐구하게 하며 사상과 지식을 자유로
이 교류하게 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소통수단을 발전, 증대하도록 하
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해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 과학, 문화 관계를 통해,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
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
기 위해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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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여 달성하겠다고 지난 2015년 유엔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모든 가난을 없애기

배고픔을 없애고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증진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모든 사람에게
좋은 교육 보장

성평등을 이룩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

모든 사람이 마실 물과
위생시설 이용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화

국내외 불평등 줄이기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에 긴급하게
대응

바다를 지키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숲과 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호하기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글로벌 파트너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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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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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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인 힘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으며,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
초한 평화를 구축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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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고 2017년 현재 전 세계 195개 정회원국과 10개 준회원,
55개 지역사무소와 11개 직속 연구소 및 센터가 수많은 국제기구 및 단체
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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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에 가입한 지 불과 11일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한반도
는 황폐화되었다. 하지만 전쟁 직후 유네스코가 한국에 국정교과서 인쇄 공장 설립을
지원해주어, 우리 학생들은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후 유네스코는 한국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한국의 유력한 대외협력 창구가 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4년 1월 30일 설립되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
육과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청소년 분야의 국내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
의 평화와 발전의 이념을 전파하고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민간 활
동 지원과 더불어 국제회의, 워크숍, 출판 활동 등을 통해 국내 학문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와 전통, 국내 학술 연구 성과를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국
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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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UNESCO AS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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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고자 1953년 15개 회원국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준말로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를 뜻한다.

를 시작했다.

유네스코학교
유네스코학교는 평화와 인권, 문화 간 이해,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앞장서 실천하는 글로벌 학교네트워크다. 유
네스코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상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시범적, 실험
적 교수학습법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11,000여 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구성원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외 정보와 경험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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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는 1961년에 4개 중·고등학교의 유네스코학교

하는 비둘기 날개, 그리고 문화 간 소통을 의미하는 지구

가입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초등학교 185개, 중학교 125개, 고등학교

를 뜻하며, 항상 유네스코 로고와 함께 사용된다.

259개, 특수학교 8개, 대학교 6개 등, 총 5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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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주제는?

3.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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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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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에는 유치원과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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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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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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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ASPnet 관련정보 :
유네스코학교(유네스코본부)
https://aspnet.unesco.org/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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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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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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주제 중 자신의 지역과 학교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3~4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공모

선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 고민하여 1년간 진행할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그리고

6월 9일~11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때로는 지역사회와 힘

10~11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을 합쳐 내 주변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한다.

프로젝트 평가/보고

12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간/배포

우리 주변(지역)의
문제와 연결하기

나의 관심분야 찾기
(지구적 이슈에 대한 학습)

(지역단체/기관 연계&협력)

4단계

지역사회 and/or 교내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계획&실천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프로젝트 평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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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일정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 학생들은 일곱

3단계

2단계
1단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

계

으며, 참가 학생들이 실천하고 있는 작지만 큰 활동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 추이
181

180

3

160

154

2

140
120

1

100
참가교 수

1

115
123

103

93

77

80

68

60

79

67

50

52
47

40

25

34

25
36

20
0

18

10

21

13

10
6
8

6
7

2010
연도

15

11

2011

2012

2013

2014

30

24

17

12

2015
초등학교

2016
중학교

2017
고등학교

특수학교

19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2017년도 시•도별 유네스코학교 가입교 현황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희초/서울공항초

구로중/덕성여중/동덕여중

서울덕의초/서울문교초

목동중/목일중/방배중

경기고/경기여고/광양고/대원외고 		
대일외고/동국사대부여고/동일여고

서울미동초/서울사대부초

보성여중/서울사대부여중

동일여상고/등촌고/명일여고

서울상월초/서울신대림초

서울사대부중/석관중

미양고/반포고/상명고/상문고

서울신동초/서울신용산초

선일여중/세일중/세화여중

서울고/서울사대부고/서울영상고

서울안천초/서울염경초

신남중/신수중/신천중

선린인터넷고/성암국제무역고

서울이태원초/서울장위초

신화중/언남중/여의도중

숙명여고/유한공업고/중화고

서울중대초/서울천일초

연서중/염광중/영훈국제중

한국삼육고/한림연예예고

오륜중/용강중/월촌중

한양사대부고/한영외고

서울충무초

정원여중

특수학교

대학교

학교수

서울교대

74

한양대 사범대

해성국제컨벤션고/해성여고
혜화여고

인천광역시

인천논현초/인천당산초

간재울중

강화고/동산고/명신여고/미추홀외고

인천당하초/인천대화초

관교여중

산마을고/신송고/안남고/연수여고

인천만석초/인천명선초

신송중

인천국제고/인천대건고/인천만수고

인천숭의초/인천신흥초

인천양촌중

인천연송고/인천외고/인천초은고

35

인천포스코고/인천하늘고

인천십정초/인천창신초

인천해원고/작전고/작전여고

인천청량초
강원도

경인교대

강릉초/거문초/공현진초

대룡중

강원외국어고/민족사관고

귀둔초/남원주초/만대초

묵호여중

북평고/북평여고

문막초/사내초/송화초

화촌중

강원명진학교

31

신남고/원주상지여고

신림초/옥동초/우천초

원통고/인제고/장성여고

진부초/춘천교대부초

전인고/현천고

춘천남산초/황지초
경기도

개산초/계남초/고삼초

교문중/내정중

가온고/경기자동차과학고

광일초/광주매곡초

늘푸른중/도래울중

경기창조고/고양국제고

군내초/군포대야초

마송중/문산수억중

고양외고/광휘고/덕이고

내손초/대지초/대화초

봉일천중/시흥은행중

동탄국제고/마석고/매홀고

도마산초/도암초/동삭초

연무중/예봉중

문산수억고/백신고/병점고

마송중앙초/박달초

용인한빛중/위례중앙중

보정고/보평고/복정고/봉일천고

백사초/벌말초/보산초

의왕부곡중/진건중

부곡고/부천북고/상록고/성포고

부천덕산초/삼성초

탄현중/태광중/포곡중

소명여고/송내고/송탄제일고

석천초/송림초/신둔초

홍천중/흥덕중

수원고/수원여고/수원외고

신촌초/안양남초/안현초

수일고/양일고

양성초/연현초

용인한국외대부설고/운암고

이천사동초/자란초

은행고/이천양정여고/장곡고

진가초/팔달초/표교초

중산고/청명고/청학고

호원초/홍원초/화원초

충훈고/토평고/퇴계원고

흥천초

하남고/한겨레고/한국관광고

가곡초/감물초/구룡초

광혜원중/단양소백산중

괴산고/금천고/단양고

백곡초/비상초/산남초

단양중/삼성중/송면중

상당고/서원고/세명고
양업고/양청고/오송고

101

홍익디자인고/효양고
충청북도

삼보초/상신초/수안보초

송절중/송학중/심천중

양강초/양산초

원봉중/청운중

옥천고/청원고/청주고

영동초/창리초

충주여중

청주신흥고/청주외고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

한국교원대부고

충주성심학교

46

한국폴리텍다솜학교

화당초

한국호텔관광고/ 흥덕고
세종특별시

늘봄초/다빛초/보람초

도담중/아름중

성남고/세종국제고

쌍류초/조치원명동초

한솔중

세종여고/양지고

대전갑천초/대전대정초

대전구봉중/대전느리울중

대덕고/대성고/대전가오고

대전삼육초/대전신흥초

대전신계중/대전여중

대전고/대전노은고/대전만년고

동명초/장동초

대전자운중/대전태평중

대전반석고/대전복수고/대전송촌고

성덕중/신탄진중

대전외고/대전용산고/대전제일고

충남여중

대전지족고/동방고/명석고

13

참샘초
대전광역시

서대전여고/유성고/충남고/충남여고
20

3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학교수

공주교대부초/구만초

금마중

갈산고/논산고/논산대건고

아산성심학교

공주교대

28

서산성봉학교

공주대사범대

군북초/귀산초/금성초

천안중

논산여상/서천여고/신평고

성환초/수촌초

탕정중

천안신당고/충남삼성고

아산남성초/태봉초

해미중

충남외고/합덕여고

광주교대광주부설초

광산중/광주송원중

광주대동고

봉선초/송정동초

평동중

동아여자고등학교

가평초/공음초/대산초

영선중/전주근영중

군산동고/군산여고/부안고

봉암초/선동초/신림초

전주해성중

세인고/영선고/완산여고

홍남초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교대

9
22

전북사대부고/전북외고/전주고
전주신흥고/전주영생고
진경여고/함열여고
전라남도

광양제철남초

산이중/성지송학중

고금고/광양백운고/광영고

광양제철초/도원초

순천동산여중/신안흑산중

남악고/목상고/목포덕인고

순천왕지초/옥천초

여수문수중/여수삼일중

목포혜인여고/삼호고

웅천초/좌야초

완도신지중/화양중

순천매산고/순천매산여고

덕수학교

31

대구선명학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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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순천여고/순천팔마고
순천효천고/영광고/전남외고
대구광역시

경북사대부초

청구중

경북사대부고/경원고

대구지묘초

달구벌고/대구서부고

대구학정초

대구외고/대구제일고
송현여고/원화여고
정동고/협성고/효성여고

경상북도

금장초/길주초/사방초

문성중/봉곡중

경북외고/경일고/경주공업고

안동동부초/양동초

산자연중/청송여중

경주여고/경주여정보고

양포초/영천중앙초

함창중

경주정보고/구미여고

35

안동영명학교

근화여고/금오여고

온혜초/자천초/천부초

문경여고/선덕여고/신라공고

포항제철초/형일초

안동중앙고/오천고/청도고
청송여고/함창고
울산광역시

구영초/남산초/다운초

상북중

삼일여고/신선여고

반천초/방기초/삼정초

언양중

울산과고

상북초/약사초/언양초

울산여중

울산스포츠과학중고

24

울산행복학교

울산외고/화암고

온양초/용연초/울산초
평산초/화암초
경상남도

국산초/김해대곡초/대감초

경상사대부중

거창고/경남로봇고/경남외고

대산초/대청초/동산초

김해여중/대청중

김해삼문고/김해외고/김해율하고

명도초/무동초/봉명초

문산중/상주중

동원고/명덕고/밀양여고/삼천포고

석봉초/석전초/신기초

샛별중/함안여중

진주고/진해고/진해여고

어방초/예림초/월산초

창원경일여고/창원공고

인평초/진례초/충렬초

창원과학고/창원용호고

45

창원중앙고/충렬여고/함안고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중/신선중

개금고/개성고/경성전자고/금정고

영도중/학산여중

금정전자공고/남성여고/부산국제고

15

부산보건고/부산외고 용인고/해강고
제주도

물메초

남원중/서귀중앙여중

대기고/신성여고/애월고

제주동초

서귀포대신중/서귀포중

제주사대부고/제주여상

위미중/저청중/제주여중

제주외고/제주제일고

제주제일중/조천중

제주중앙고/제주중앙여고

22

탐라중/함덕중
해외

대련한국국제학교/위해중세한국국제학교

계

185

125

2
259

8

6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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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2017년도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교급별 가나다순)
▶ 초등학교
번호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번호

1

경남대청초등학교

학교명

<나-너-우리-더불어 함께> 프로젝트

27

15 보산초등학교

2

고삼초등학교

지속가능한 문화 유산 만들기

30

3

광일초등학교

세계와 우리가 모두 Win-Win

33

16 서울신용산초등학교

‘아름다운 나우’ 나와 우리 그리고 세계시민의 힘으로

4

광주교육대학교광주

하나의 무지개가 새로운 희망의 무지개를 만든다

36

17

다를 게 없는 우리, We-UNESCO!

75

꿈·빛·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하기

81

부설초등학교

학교명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세계 다양한 문화유산탐구를 통해

68

글로벌 문화소양능력 함양하기
서울안천초등학교

18 석봉초등학교

71

5

광주매곡초등학교

마을 공동체,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

39

19 송정동초등학교

다문화를 넘어 세계시민으로 Andante, 安團態

87

6

구영초등학교

같이가치

42

20 안양남초등학교

내안의 공동체! Nice Green으로 행복한 공동체

90

7

내손초등학교

인권, 너는 누구니?

45

21 안현초등학교

해피 투게더

8

다빛초등학교

열림과 어울림으로 다함께 빛나는 세상 만들기

48

22 약사초등학교

일곱빛깔 무지개, 하나되는 약사 유네스코

9

대련한국국제학교

Uni-Rangers 활동으로 행복한 가치 나누기

23 양산초등학교

행복햇살 DREAM-UP 양산 수호대

97

51

24 양성초등학교

쓰담쓰담 환경지킴이

100

10 대전신흥초등학교

Do Dream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94

11

도원초등학교

세잎 클로버, 행복심기!

55

25 연현초등학교

잠시 빌린 환경을 보호해요! 에너지를 아껴요!

103

12

마송중앙초등학교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배우는 평화로운

60

26 용연초등학교

세상을 바꾸는 어린이

106

27 우천초등학교

행복한 마을, 우리 함께 만들기

110

세계를 위한 탐구 PROJECT
13 명도초등학교

레인보우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62

28 인천당산초등학교

서부간선천에서 놀자!!

113

14 벌말초등학교

소중한 물을 처음처럼!

65

29 자란초등학교

우리가 함께 가꾸어 자란 마을

116

30 형일초등학교

Colorful U&I

121

▶ 중학교
번호
1

학교명
경상대학교사범대학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번호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생태지도로 지키는 수달의 삶 자리

125

13 여수삼일중학교

버섯은 우리생활과 환경에 어떤 영양을 미칠까?

169

14 영선중학교

가온누리

부설중학교

학교명

2

단양중학교

지역의 문제, 지역으로 푼다

129

15 영훈국제중학교

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3

대룡중학교

우리는 세계시민!

132

16 월촌중학교

세계를 향한 한 걸음!

175

4

보성여자중학교

함께 사는 세상

135

17

세상을 보는 눈, 지역사회 세대간 소통하기

179

5

봉곡중학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138

18 진건중학교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좋은 친구가 되자!

183

6

부산국제중학교

미래를 바꾸는 나, 현재를 가꾸는 우리

141

19 청구중학교

청구중 인성교육 프로젝트 PRIDE를 통한

187

7

서울대학교사범대학

씨앗이 숲이 되는 그날까지

149
20 태광중학교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가꾸기

8

송면중학교

솔맹이들이 만들어 가는 푸른 마을

153

21

세계의 날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9

시흥은행중학교

부설여자중학교

저청중학교

172

평화로운 학교문화 창출
포곡중학교

190

Let’s Live Together

156

22 한솔중학교

Butterfly Effect(나비효과)

193

10 신선중학교

텃밭가꾸기를 통한 버려진 운동장 살리기

160

23 함창중학교

함창 청소년 도슨트 101

197

11

신수중학교

“우리”의 기억으로 관계 맺기

163

24 해미중학교

해미미래문화유산 프로젝트

201

12

심천중학교

Eco project

166

25 화양중학교

학교 텃밭 가꾸기를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 고등학교
번호

22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번호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1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교명

Viatrees

205

20 논산고등학교

학교명

나가자, 세계로!!

267

2

개성고등학교

세상을 변화시킬 YOU!네스코

209

21

너, 나, 우리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3

거창고등학교

함사공 프로젝트(함께해요 사랑해요 공정무역)

212

22 단양고등학교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으뜸단양 만들기

4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자동차 꽃이 피었습니다

216

23 대구서부고등학교

청소년 리더를 꿈꾸는 에코리더(ECO LEADER)

274

5

경기창조고등학교

Better Together

219

24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무지개, 세상을 바꾸다

278

6

경북외국어고등학교

Oasis Project : If you…?

224

25 대기고등학교

Our Best Regards To 이어도!

282

7

경주여자고등학교

경주의 PEACE 프로젝트

227

26 대덕고등학교

세상을 바꾸는 힘, 실천

286

8

고양국제고등학교

유니크한 유닉의 레인보우

27 대전가오고등학교

GAO&UNESCO

292

9

고양외국어고등학교

We Are the One with UNESCO(W.A.O.U)

230

28 대전노은고등학교

NOEUN UNESCO RAINBOW PROJECT

296

10 광양고등학교

세계를 향한 날갯짓

233

29 대전대성고등학교

Sustainable developments and relationships for All

300

11

광양백운고등학교

너+나=우리

237

30 대전만년고등학교

내가 만든 우리 동네 문화 지도

303

12

광휘고등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

270

흰바이올렛 프로젝트

242

31 대전복수고등학교

더불어 함께 나누는 장애인식개선

306

13 괴산고등학교

THE 괴산고 Goals

247

32 대전송촌고등학교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312

14 구미여자고등학교

우리 고장 우리 문화 세계로 Go Go!!

250

33 대전용산고등학교

폭력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세계를 위하여!

317

15 군산동고등학교

알바의 품격

254

34 대전지족고등학교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

320

16 금천고등학교

WAKE UP 금나리! PROJECT

256

35 덕이고등학교

역지사지(易地思之)

324

17

일본 고등학생과 친구 맺기 프로젝트

36 동국대학교사범대학

교시지한(교실에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

327

환경·평화·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330

김해삼문고등학교

18 남성여자고등학교

다함께 외침 - Open Your Mind

260

19 남악고등학교

내친구 노란나비

264

부속여자고등학교
37 동방고등학교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번호

38 동일여자고등학교

학교명

무지개 너머의 희망

334

83 작전고등학교

39 동탄국제고등학교

LET CHILDREN ILLUMINE THE WORLD!

338

40 마석고등학교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어울리는 쿠키 앤 크림 342

84 작전여자고등학교

우리들의 보물찾기 : 계양구의 명소, 그 어디쯤

502

41 명석고등학교

All for One, One for All

346

85 전북대학교사범대학

세만이(세계인과의 만남과 이해)

506

42 목상고등학교

Dreams For Change

349

43 목포덕인고등학교

D.U.O(Deogin Unesco Organization)

354

86 전북외국어고등학교

LET’S GO UNESCO!

509

44 문산수억고등학교

레인보우, 4개의 무지개를 통한 의미 있는 변화

358

87 전인고등학교

지역사회와의 소통

88 전주고등학교

45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Vision 360 : 미추홀&피지 교육평등 프로젝트

362

46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리부터 시작하는 다문화가정 이해하기

366

학교명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방방곡곡 누비기- 계양구 문화지도 제작 및

499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원

부설고등학교

프로젝트 제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분리수거 캠페인

512

평화의 날 캠페인, 전주 고유문화 알리기 캠페인
전주고 유네스코 엠블럼 만들기

47 밀양여자고등학교

세계로 가는 UNESCO, 세계가 찾는 UNESCO

370

48 백신고등학교

가꾸다, 나누다

373

89 전주신흥고등학교

남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49 보정고등학교

모두의 물, Save Water Save life

376

90 전주영생고등학교

End Poverty

514

50 부산국제고등학교

한마음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381

91 정동고등학교

대구 동구지역에 무지개를!

518

51 부산외국어고등학교

DUNC WHO!(UN기념공원 세계문화유산 만들기)

384

92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만드는 ‘US’

520

52 산마을고등학교

함께해듀오

387

53 삼호고등학교

지역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너나들이 프로젝트

390

93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혼저옵서양!(welcome!!)

523

54 상당고등학교

세계화의 첫 걸음, 다문화로부터

393

94 제주외국어고등학교

HEAL THE WORLDS!

526

55 상명고등학교

Change Makes Chances.

397

95 제주중앙고등학교

초록 빛 중앙 – GREEN LIGHT

부설고등학교

-세계의 빈곤퇴치와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

56 상문고등학교

영어 디베이트 하계테마캠프(영국탐방)

401

96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환경과 인권 바로 알고, 더불어 살아가기

530

57 상지여자고등학교

우리 손으로 만드는 평화 2018평창 동계올림픽

404

97 중산고등학교

중산 세계로 프로젝트!

533

58 서대전여자고등학교

HAPPY TOGETHER

408

98 진해고등학교

작은 실천과 큰 변화

536

59 서울고등학교

2017 Peace and Globalization in SHS

411

99 진해여자고등학교

더 우리, 더 아름

540

60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더불어 함께, 큰 희망을!

414

(더 우리가 더불어 살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세계시민으로 한 걸음 더!

544

61 선덕여자고등학교

나비효과

418

101 창원용호고등학교

UDC 프로젝트

547

62 성남고등학교

할 수 있는 나눔!

423

102 천안신당고등학교

신세계(신당 세계시민 프로젝트)

551

63 세종국제고등학교

Seize The Rainbow

426

103 청명고등학교

청명에 피어나는 인권과 다문화

554

64 소명여자고등학교

환경과 인권의 도시 부천만들기

432

104 청원고등학교

함께하며 피어나는 꽃, 청원고등학교 유네스코!

557

65 송현여자고등학교

2017 SH C3 Project : Celebrating, Communicating,

435

105 청주고등학교

세계를 위해 내딛는 한걸음

562

106 청주신흥고등학교

가치 있는 한 걸음이 만드는 큰 변화

부설고등학교

Collaborating SH

100 창원과학고등학교

66 수원고등학교

한국어에 새 희망을

439

107 청주외국어고등학교

Never do nothing!

67 수원외국어고등학교

SAWL, Be Active to Accept Multi-Culture

442

108 충남고등학교

인식하고 실천하는 충남고

568

68 수일고등학교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445

109 충남여자고등학교

Together with the rainbow

571

565

69 순천팔마고등학교

팔마, 무지개를 타고 비상하라!

448

110 충렬여자고등학교

우리가 지킨 환경, 지구가 좋아한다

575

70 안남고등학교

함께 사는 지구

452

111 토평고등학교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580

71

더불어 숲

457

112 퇴계원고등학교

크레파스(다문화 이해)

583

113 하남고등학교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586

114 한국관광고등학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New Change, New Challenge) 590

115 한국교원대학교

START NOW! CHANGE NOW!

594

양업고등학교

72 양일고등학교

양평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다

73 양청고등학교

NSNT(No Smoking&No Trash in Our Park)

74 연수여자고등학교

다문화와 인권에 관하여

465

75 운암고등학교

운암 유네스코 동아리 연합회

461

+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와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번호

부설고등학교

468

116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우리는 문화유산 지킴이

598

76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울커피(ULSAN CULTURE PEOPLE)

472

117 한양대학교사범대학

You and I, We 프로젝트

600

77 원화여자고등학교

Equal + Quality = Equality

475

부속고등학교

78 인천국제고등학교

HOW – Harmony Of the World

481

118 함안고등학교

외국인 노동자 인식 개선&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

603

79 인천대건고등학교

나의 자유는 곧 타인의 자유

485

119 함열여자고등학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노력

607

80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인천외고 아동인권보호 프로젝트

488

120 해강고등학교

2017 함께하는 환경정화 프로젝트

81 인천하늘고등학교

하늘 유네스코 세계 시민 프로젝트

492

121 해성여자고등학교

식사(史)여행

82 인천해원고등학교

Green Light

496

122 효성여자고등학교

세계로 뻗어가는 효네스코

123 흥덕고등학교

함께 그러나 다르게, 서로의 같고 다름을 이해하는 첫걸음 616

611

▶ 특수학교
번호

학교명

프로젝트 제목

페이지

1

대구선명학교

에코-러닝로드(Eco-Learning Road) 프로젝트

621

2

덕수학교

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행복

624

3

안동영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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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초등학교

경남대청초등학교·<나-너-우리-더불어 함께> 프로젝트
고삼초등학교·지속가능한 문화 유산 만들기
광일초등학교·세계와 우리가 모두 Win-Win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하나의 무지개가 새로운 희망의 무지개를 만든다
광주매곡초등학교·마을 공동체,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
구영초등학교·같이가치
내손초등학교·인권, 너는 누구니?
다빛초등학교·열림과 어울림으로 다함께 빛나는 세상 만들기
대전신흥초등학교·Do Dream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도원초등학교·세잎 클로버, 행복심기!
마송중앙초등학교·역사적 사건을 통해 배우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탐구 PROJECT
명도초등학교·레인보우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벌말초등학교·소중한 물을 처음처럼!
보산초등학교·세계 다양한 문화유산탐구를 통해 글로벌 문화소양능력 함양하기
서울신용산초등학교·‘아름다운 나우’ 나와 우리 그리고 세계시민의 힘으로
서울안천초등학교·다를 게 없는 우리, We-UNESCO!
석봉초등학교·꿈·빛·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하기
송정동초등학교·다문화를 넘어 세계시민으로 Andante, 安團態
안양남초등학교·내안의 공동체! Nice Green으로 행복한 공동체
약사초등학교·일곱빛깔 무지개, 하나되는 약사 유네스코
양산초등학교·행복햇살 DREAM-UP 양산 수호대
양성초등학교·쓰담쓰담 환경지킴이
연현초등학교·잠시 빌린 환경을 보호해요! 에너지를 아껴요!
용연초등학교·세상을 바꾸는 어린이
우천초등학교·행복한 마을, 우리 함께 만들기
인천당산초등학교·서부간선천에서 놀자!!
자란초등학교·우리가 함께 가꾸어 자란 마을
형일초등학교·Colorful U&I

변화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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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있나요?

첫째, 내 주변의 환경과 세계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며

•	대청초등학교는 학교 뒤에 하천이 흐르고 공원이 가까이 있어 자연을 가

둘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며 실천하고

까이 접하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	도시속의 학교라 학생들이 직접 식물을 가꾸거나 생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	김해지역은 뿌리 깊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탐구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셋째,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탐색하고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여
넷째,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익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
량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다소 부족하다.
•	본교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많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나 실제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	교육 수준이 다소 높고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의 여러 문제
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부족하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다른 나라
의 문화를 쉽게 접하고 있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 세계의 여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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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내 손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무엇이었나요?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 뒤뜰에 버
려져 있던 공간을 동아리, 그리
고 각반 텃밭으로 가꾸어, 직접 씨
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상추, 고구
마 등을 기르고 수확하였다. 수확
한 상추는 학교 급식시간에 친구들
과 나눠 먹으니 우리가 직접 키운
것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보람있었다.

프로젝트 1 ‘자연과 더불어 함께’

가야문화탐방

내 손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야문화탐방을 통해 우리 고장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가까이 느

•	텃밭 조성할 수 있는 장소 알아보기

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 김

•	텃밭 고르고 준비하기

해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배우고 더

•	심을 식물 정하고 가꾸기

욱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대성동 고분 유적지를 유네스코

대청천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	대청천의 소중함 알기

서명 운동에도 참여하여 우리 고장

•	대청천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탐구하기

의 문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실천
하였다.

프로젝트 2 ‘우리 마을과 더불어 함께’
가야문화 탐방

무비데이로 비문해 없는 세상 만들기

•	가야의 역사와 문화 알기

세계문해의 날을 기념하여 유네스코의 문해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영화를 통해 비문해 없는

•	가야 문화 유적지 탐방

세상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였다. 문해교육을 응원하는 지장나무를 만들고 응

•	우리 마을의 유적과 역사 탐방하고 알리기

원보드도 만들면서 새삼 글을 배우고 읽고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다.

가야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
•	우리 문화 지킴이 활동

프로젝트 3 ‘세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다문화 세계시민교실
•	다문화 이해하고 배우기
•	다른 나라의 다양한 말, 음식, 전통 물건 탐구하기

세계 속의 우리
•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 알아보기
•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기

멕시코 대지진 이재민 돕기 캠페인

•	캠페인 활동

10월 2주간 멕시코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
을 진행하였다. 직접 홍보 피켓과 벽보를 만들고 캠페인 활동을 해 보니 힘들긴 했지만 한
편으로는 뿌듯하였다. 비록 멀리 있는 외국이지만 같이 더불어 사는 지구촌 이웃으로 아픔
을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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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교 뒤뜰에 직접 텃밭을 만들고 작물을 심어보니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그냥 의미 없어 보이던 땅도 생명을 싹틔우게 하는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다. 그

학교 텃밭 가꾸기는 막상 씨를 뿌리고 보살피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잘 자랄

리고 나와 학교, 우리 고장, 우리나라 등 주변을 둘러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까? 하는 걱정도 많았지만 서로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물도 주고 살펴보니

우리 나라와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행동을 해야 할 일들이 많

금방 쑥 자라서 직접 따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비데이나 멕시코 대지진 돕기

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캠페인 활동도 피켓이나 응원보드를 만드는 것이 귀찮기도, 어렵게도 느껴졌지

나 한 사람의 역할은 크지 않지만 우리의 힘을 모으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을

만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하니 생각보다 쉽게 완성하였고 아침에 나와 캠페

것 같은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

인 구호를 외치는 것도 나 혼자하면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여러 친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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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혼자 하면 힘들지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면 멋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진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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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하니 더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할 수 있었다.

여러 캠페인 활동을 해서 학교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

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서로 도와서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여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뉴스에서 보았던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빈곤, 자연재해의 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직접 후원활동에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참여해 보기로 다짐하였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우리 지역의 유적지인 대성동 고분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서명운동의 경우 유네스코학교 활동으로 더욱 친숙하게 다가와 나와 선생님, 주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창한 주제보다 학교생활을 하면

변 이웃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멕시코 대지진 피해 돕기 활동도 가족들이

서 쉽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

의논하여 적지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금 활동에 참여하였다.

겠다. 그리고 무비데이와 같은 좋은 행사를 소개해 주시고 자료도 주셔서 활동
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다른 학교나 지역과 함께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대성동 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 서명 운동은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우리가 서명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했던 활동은 학교 홈페이지에 활동 모습이나 내용을 올려서 소개
하고, 지역 신문에 기사를 보내 홍보하였다.
여러 캠페인 등은 앞으로 학교 안에서 머물지 말고 학교 주변이나 마을에서도
실시하고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멕시코 대지진 이재민 돕기 캠페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뿌듯함이다.”
활동에 참여하고 나니 뿌듯하고 보람되기 때문이다.
경남대청초등학교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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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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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구성원
윤대웅, 이서희, 박찬수, 윤준상, 윤준성
김규민, 윤예은, 이태헌, 이지현, 장유은
최서현, 홍진영, 이상진

협력파트너 : 호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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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은 우리와 후손을 위한 것이므로,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

우리 학교는 농촌에 있는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형성하도록 하자.

소중한 학교와 우리 마을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이 지속 가능한 마

•	우리 문화 유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자세를 지니자.

을이 되기 위해서는 소중한 우리 학교, 우리 마을의 환경과 문화유산이 잘

•	우리의 생각과 느낌, 행동들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보존되어야 한다. 이에 본 활동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경험과 우
리의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들의 소중한 학교, 마을과 연계하여 환경과 문화유산을 다양한 미디어
활동과 환경 관련 활동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점을 찾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 우리 마을은 지속 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될 수 있게
되며, 구성원들도 이에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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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자.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들은 우리 면에 하나밖에 없는

전통 염색 체험

호동마을 탐방활동

•	4~9월 동안 전통 염색 체험을 위해 쪽을 심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였다.

•	9월에 구절초를 키우는 호동마을을 방문하여 우리 마을의 모습을 미디어로

•	쪽 염색에 대한 우리의 전통 에 대해 이해하고, 쪽 염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
는 시간을 가졌다.
•	쪽을 평택의 한 농장에서 구입해서 직접 심고, 물당번을 정해 재배하였다.
•	쪽 재배과정과 쪽 염색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	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쪽 염색에 대한 이해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견해

제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우리 마을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마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우리 마을을 미디어로 제작함으로써 미디어로 만든 우리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생겼으며, 영상 제작 기술도 함께 신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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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우리 주변 문제 해결하기 활동
•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

연못 되살리기 프로젝트 운영
•	9~10월 동안 우리 학교 연못을 되살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연못의 이끼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왕우렁이와 친환경 이끼제거제의 필요성
을 파악하고, 이를 구매하여 연못에 넣어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수질측정기를 가지고, 연못 수질 실험을 위한 샘플링을 하여 사전, 사후 검사

색하였다.
•	학생들이 우유를 잘 먹지 않고, 먹어도 반을 남겨 우유팩 놓는 곳에는 항상
우유가 쏟아져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였다.
•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와 치즈를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고자 하
였다.

를 실시하였다.
•	사전 검사시 평균 8.72ph 정도였던 연못물이 왕우렁이, 이끼제거제 투입 후,
평균 7.02ph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	친환경적인 삶을 통하여 우
리 학교를 보존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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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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지금까지, 선생님, 부모님 등이 시킨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동적으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로 행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쪽 염색체험 활동

깨닫게 되었다.

•	쪽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려웠으나, 사전 농장을 섭외하여, 쪽을 구입할 수 있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생겨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었으며, 쪽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물당번을

진지하게 고민해 봄으로써 협력과 배려라는 역량이 신장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정해 이를 해결하였다.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력, 능동적, 긍정적, 협력적 문제해결력, 배려심과 공감

•	쪽을 염색하는 것은 학교안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건 등을 이용

능력이 향상되는데 본 프로젝트가 도움을 주었다.

하여 고무망치로 색을 입히는 체험으로 염색체험을 대신하였다. 학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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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는 이 정도의 실습으로도 학생들에게 염색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연못 프로젝트

우리가 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이

•	사전 조사활동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연못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우리 학교,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
리의 능력 안에서 실천해보았다. 또한 우리의 노력과정을 미디어로 담아 놓고,
학교 축제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와 우리 마

이에 필요한 것을 사전 조사를 통해 얻게 되었다.
•	가격이 비싼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왕우렁이가 번식을 잘해 내년에도 연못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을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주변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데 도움을

우리마을 프로젝트

주었다.

•	사전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 대표에게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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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게 해야 할까요?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지역 우체국장님을 초빙하여 사진 이론, 사진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이를 우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의 미디어 활동 시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행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으나, 학교 외부로 나가야 한다는 한계로 인해 시간이

시 우리의 활동을 사진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

많이 부족하였다. 정규교과시간내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 자치

었다.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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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초등학교

세계와 우리가 모두 Win-Win
학교주소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34-6
지도교사
박주리, 이 진

학생구성원
안은서, 김민성, 서주원
석은호, 양현모, 이혜원
이휘민, 전호원,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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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에 관심을 갖자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지구는 하나의 마을과 같아서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

•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다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세계와 우리의 삶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지

• 주변을 활용하자

구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므로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며 생활 속에

• 스스로 움직이되 힘을 합하자

서 작게 실천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의 문제해결에 동참하

•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자

면서도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프로젝트가 우리의 생활에
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지구촌의 의미가 살아있을
것이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과 기부 행사를 만들고 싶다. 나눔과 기
부를 통해 내 삶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일반 학생들
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는 내
용의 프로젝트이므로 모두가 행복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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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아프리카 르완다 친구들을 위한 부채 모금 행사

물건들을 기부 받아서 500원, 1,000원으로 분류하여 모았다.

유네스코 동아리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금 활동을 위해 결성되었다. 그냥

7월 13일, 14일 5~6교시를 이용하여 5학년 1~4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뜰 시

기부를 강요하기보다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장을 개최하였다. 많은 물건을 팔았고 선생님께서는 음식을 만들어 파셨다. 마

찾기로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행사로 부채 모금 행사를 계획하였다. 기부를 하

지막에 남은 물건들은 저렴하게 팔거나 서로에게 기부를 하면서 정리하였다. 그

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받는다면 기부가 훨씬 행복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리고 모인 수익금 252,830원 전액은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 지원 사업 후원금으

많았다. 부채를 선정한 이유는 부채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어 환경에도

로 기부하였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여서 부채의 도안을 결정하였고 부채 나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포

아하 축제 속 유네스코 다문화 부스 체험

스터를 제작하였다. 또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 르완다의 현실을 보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10월에 아하 축제가 열리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부스

여줄 수 있는 영상과 행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을 하였다. 한 달에 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10월 20일 금요일에 열렸는데 올해 유네스코

쳐 준비한 부채 나눔 행사는 6월 16일 금요일 중간놀이시간에 본교 중앙현관에

에서는 다문화, 세계화를 주제로 4개의 부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먼저 틱탁드

서 개최되었다. 다행히 많은

럼 만들기 부스에서는 아프리카 케냐의 전통 악기인 틱탁드럼에 자신만의 그림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수익금

을 그리고 연주해 볼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었다. 타케톤보 만들기 부스에서는

505,310원 전액을 유네스코

일본의 전통 놀이 기구인 타케톤보를 만들고 그림을 그린 후 날려볼 수 있었다.

지구촌 교육 지원 사업 후원금

켄다마 체험하기 부스에서는 일본의 전통 놀이인 켄다마 놀이를 해보고 미션을

으로 기부할 수 있었다.

성공하면 간식을 받을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3개의 부스에서는 다
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되었다.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부원들을 나누어 각 부스에 봉사자로 참여하였고 부
스 체험하러 온 친구들에게 재료를 나누어주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아
나바다 장터 부스는 학생회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물건을 기부 받아 분류하
여 판매한 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나바다 장터에서 모인 수익금
653,620원 전액을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 지원 사업 후원금으로 기부하였다.

5학년 알뜰 바자회
우리가 두 번째로 계획한 모금 행사는 알뜰 바자회였다. 학급회의 시간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
견이 알뜰 바자회였다.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알뜰 바
자회의 날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그 후 집에서 안 쓰지만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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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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인 우리도 모금 행사를 계획하는 데 많은 의견을 내고 주체적, 자율적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이 재미있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

프로젝트를 하기 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취감과 자심감이 생겼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또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것도 필요하다.

되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힘들지 않고 행복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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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많은 친구들이 기부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기부란 부자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이 하는 것, 어른들이 하는 것, 어렵고 돈만 내는 것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았다. 그런데 1년 동안 다양한 기부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서 작지만 기부를 할

이번 프로젝트 외에 다양한 형태의 모금 행사들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수 있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고, 기부를 하는 사람도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금과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생활 속에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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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 부
탁드려 안내장을 보내고,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방송하였고, 우리는 홍보 포스
터를 제작하여 교내에 게시하였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
고 참여해 주었다.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친
구들도 있는 것 같았다. 가까운 곳에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
여할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교과서이다.”
나눔과 배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광일초등학교 안은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장 쉬운 나눔이다.”
조금만 수고하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광일초등학교 서주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배려이다.”
남을 배려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광일초등학교 석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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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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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학교>

우리 사회는 나눔과 배려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풍족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	학생 ‘나’라는 개인을 넘어 학교, 지역사회, 세계로의 사고를 확장하고 동시에 세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 길러져야 할

계인의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 주변을 둘러본 결과

<지역사회>

‘고려인과 소외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	초등학생들의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 시설과 구성원의 행복 지수를 높인다.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의 장점과 역량을 집중

•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재능 나눔의 계기가 되도록

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	마을공동체와 함께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함이다.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통일과 관련된 의식 향상으로 더 큰 문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고려인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눔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행사가 끝나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고 반성한다.
•	프리마켓의 기획과 판매를 우리의 손으로 계획하고 최대한 실천한다.
•	행복한 텃밭 주말 재배팀을 꾸려 꾸준한 관리가 되도록 한다.
•	나눔 활동 결과에 따른 기부 장소도 스스로 결정한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실천의지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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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어울림 축제 참여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첫 번째 활동으로 화순에 있는 늘푸른
마을에서 열린 어울림 축제에 참여하였다. 우리 동아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사용
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여 판매금을 나중에 기부할 생각을 하면
서 적극적으로 나눔활동에 참여하였다.

로컬푸드 홍보
광주 농협과 연계하여 로컬푸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판매하면 환경을 생각
하고 식품의 안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고구마, 오이, 사과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로컬푸드를 홍보하였다.

나눔 바자회 시상식

고려인 마을 친구들과 교류

나눔 바자회에서 행사를 끝내고 이러한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우리 광주지역에 고려인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려인 마을에 있는 우리 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였는데, 이날 우리 동아리 친구들은 우수상을 수상하여 열

구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 작은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삼

심히 참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겹살을 먹을 때 고려인 친구
들도 상추와 된장을 좋아하
는 것을 보고 같은 민족이라
는 생각을 하였고 고려인을
생각하면서 인권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식구
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고려인 마을에 프로젝트 활동 기부금 나눔
고려인 마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 활동의 기부금을 나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려인 마을에는

나눔 바자회 홍보물 제작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도 존재하고 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나눔 바자회를 위해 학교에 홍보물을 만들어 이를 안내하였다. 학교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홍보물을 본 친구들에게 ESD의 정신인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눔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주말에 나눔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
고, 어떤 물건을 판매하면 좋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학생들이 좋아할 물품을 정해 판매하면서 지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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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태 파악을 위
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었다. 현장의 목소리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생산, 환경, 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페이스 북 등의 SNS와 지역사회 방송이나 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의

눔, 그리고 평화’ 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	‘고려인’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 살고 있었

미 있었다.

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는 데 이유를 살펴보니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우리 가족, 나만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지역, 우리나라, 더 나
아가 세계시민들이 함께 지구를 지키고, 경제적으로 분배가 잘 되어 서로 돕
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이
개개인 나름의 학원 등 일정으로 재능기부, 봉사 차원의 시간 할애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학부모님들께서 직장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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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교사와 함께 하교 후, 혹은 주말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있지 않아, 프로젝트 수행의 대상이 7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어려움

•	지역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업을 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의식도 생겨났다.
•	나눔에는 생산물이나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와 직접 찾아가

이 있었다.
•	성공 요인으로는 여러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기부, 여러 행사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
의지’였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가장 중요하였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나누는 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	고려인의 날 행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고려인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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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	여러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박람회 등의 교육행사가 있

게 해야 할까요?

었으면 좋겠다.

•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 그리고 일회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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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지원이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등불이다.”
어둡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펴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염가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활력이다.”
힘들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위재형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꿈이다.”
어렵지만 이루고나면 나에게 무언가를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강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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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곡초등학교

마을 공동체,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
학교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03-5
지도교사
조영주

학생구성원
이해심, 이수영, 김주연, 문유연
강병언, 허 윤, 이시언, 이채은
한영재, 김은서, 박찬용, 선민재
황현기, 박설지, 장소영, 차민주

협력파트너 : 광주청소년수련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광주시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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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문화재를 살핀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후변화 등 악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의 시대를 맞이하

•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핀다.

여 우리 마을의 생태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태를 파악하고 친구들

• 지역사회, 학교 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한다.

과 함께 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도모하여 우리 마을을 좀

• 얻은 지식을 실천하고 확대시킨다.

더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남한산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이에 우리
마을에서 보전해야 할 문화재 등을 우리가 먼저 홍보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경안천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했다. 활동 후 교내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주변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
지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유래 및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고 싶었다.
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녀상건립추진운동에 기부를 하고 교내홍보를
통해 많은 아이들도 참여를 권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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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환경탐사 ‘환경알기 프로젝트’

남한산성 탐방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한 3회 환경알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경안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주관한 백투더산성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남한산성

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생태교육을 받았다. 경안천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

의 역사성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역사인물과 함께 성곽을 탐방하면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던 꽃들과 나무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과 보

서 남한산성의 역사적 사건 및 설화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남한산성이

호가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단순히 등산이나 유원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고, 유네스코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타망 및 EM 흙공 만들기
경안천을 정화시키는 EM 흙공을 만들어 보았다. 수질정화 활동으로 흙공을 던

남한산성 홍보하기

져 보고 경안천습지생태공원

남한산성탐방 후속 활동으로 남한산성을 알리는 UCC만들기, 남한산성 홍보 벽

을 탐방하였다. 경안천 도전

보를 만들어 교내에 게시하였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퀴즈도

골든벨 시간을 가지며 우리

만들어서 퀴즈응모도 실시하

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

였다. 우리가 자주 가는 남한

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호

산성이긴 하지만 정작 의미를

할 수 있는지 체득하는 시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서 의미

이었다.

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유네스코축제
5월 29일~6월 2일, 본교 강당에서 진행되는 축제 부스에서는 다양한 독서체험

벼룩시장 및 기부금 전달

코너, 문화간 이해 활동,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유네스코학교의

교내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자율적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모았고, 모은 성금을 광

의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시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기부금을 어디에 모을지 토의를 하였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십자낱말 퍼즐을 준비해서 유네스코의 이념을 되새겨보

는데 광주시소녀상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녀상의 의미

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와 추진과정 등을 알게 되어 우리 지역의 의미 있는 사업 등도 교내 친구들에게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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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 환경보전, 마을공동체 등 이런 의미들은 사실 수업시간에 항상 다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지는 것들이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수

경안천 탐사는 3회기로 이루어졌는데 프로그램이 무료였고 다양한 활동으로 이

업시간 내에서는 쉽지가 않다. 직접 체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

루어져 매우 재미있었다. 주변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실천적인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산성 탐방도 무료로 진행되어서 예

친구들이 함께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 세계를 변화시

산을 아낄 수 있었다. 다만 이동이 문제였다. 광주는 버스노선이 잘 되어 있지 않

키기는 어렵지만 우리 학교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런

아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금방 가는 거리인 데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글로벌한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유네스코

너무 오래 걸렸다. 친구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하기도 했다.

이념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많은 활동과 체험, 경험들을 통해 유네스코의 의미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 잘 몰랐다가 학부모님 중에 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를 실천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

하는 분이 계셔서 알게 되었다. 마을공동체를 잘 알아보면 우리와 연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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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곳이 많다.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 임원과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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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교내에서 시간을 맞춰 활동하는 것이 어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워 과제로 많이 했다. 정보가 많아야 활동도 더 알차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통해 UCC나 벽보 홍보 등을 통해 알리려고 노력했다. 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활동이 부족해 조금 아쉬웠다. 교내는

역사회에서는 경안천 탐사 환경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변의 환경실태를 알 수

홍보가 많이 되었지만 어른들이나 주민들에게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있었고, 우리 고장에서 소녀상건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활동을 통해 알
게 되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들이 많다. 우리는 활동들을 통해 작게는 교내 친구들에게 홍보를 했고, 크게는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UCC를 통해 모르는 친구들을 홍보를 했다. 우리 지역사회를 더 많이 알리고 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리의 이념 문화 등을 더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 지역사회, 지역문화에 대해 더 관심
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가깝게 느꼈던 경안천, 남한산성, 벼룩시장 등도 다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보니 다르게 보인다. 그냥 산책로 정도로만 생각했던 경안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영향과 환경실태 등을 알고 보니 예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

게 해야 할까요?

는 남한산성도 등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한산성의 의미와 역사성을 알

경안천 탐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하천실태와 환경 실태를 알 수 있었다. 실

고 보니 색다른 점이 많았다. 벼룩시장에서도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작은

태와 실천방법을 정리해서 교내에 홍보하였다. 남한산성 탐방을 통해 우리 고장

돈이지만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은 기

의 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교내에 홍보하였으며 ucc 제작을

부금이 소녀상에 건립에 사용된다는 것이 제일 보람있었다.

통해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었다. 벼룩시장으로 성금을 모으고 후속활동으로 우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과 보람을 느낀다. 다른 유

리 고장의 기부장소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소녀상건립추진에 대해서 알게 되었

네스코학교의 친구들도 어떻게 활동하는지 정보교류를 하여 공유했으면 좋겠다.

고 내년쯤에는 우리 고장에도 소녀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물이다.”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선이듯이 청소년 세계시민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광주매곡초등학교 이해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화창함이다.”
없을 때에는 모르지만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상쾌하고 맑음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광주매곡초등학교 장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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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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green 지구 로켓 :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약속을 담아 로켓 날리기

‘같이가치’를 통해 친환경적 삶과 가까워진 우리는 우리 학교를 넘어 우리

• 함께 느끼는 가을 자연 : 가을 풍경을 느끼며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

마을,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변화를 일

• 학교 환경 지도 만들기 : 학교 환경 지도를 통해 쓰레기 실태 조사하기

으키는 나비효과처럼 ‘같이가치’ 프로젝트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 태화강 생태관 방문 : 지역사회의 생태관을 방문하여 우리 고장 환경 알기

수 있다는 것이다. Green mind를 가진 아이가 집에 가서 그린(green) 가족

• 에코부채 만들기 : 에어컨이나 선풍기 대신 에코부채 사용하기

을 만들고, 그린 가족이 그린 마을을 만들고, 그린 마을이 그린 지구촌을 만

• 음식물 줄이기 6행시 : 음식물 줄이기 실천서약 만들고 실천의지 다지기

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북극곰아 환경 UCC : 북극곰아 환경 UCC 유튜브에 공유하기
• 에코 공간 꾸미기 : 더럽고 지저분한 학교 공간에 에코 공간 꾸미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같이가치’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느끼는 구영초등학교의 환경 문제(인문
환경, 자연환경 모두 포함)를,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 우리 학교의 변화를 이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일상 중 우리가 환경에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습관(Ungreen Mind)에 초점을 맞추었다. Ungreen Mind로 인
해 생겨난 구영초등학교 환경문제를 ‘같이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개선한다면
우리 학교는 우리들이 꿈꾸는 ‘그린 구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또한 프로
젝트를 통해 구영초등학교 학생들의 Ungreen Mind를 Green Mind로 바꿔
우리의 삶과 태도가 친환경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42

내가 green 지구 로켓

태화강 생태관 방문

내가 green 지구 로켓을 만들고 그린 지구를 위한 나의 소망을 적었다. 지구를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태화강 생태관이 있었다. 우리 고장 울산의 대표적인 강인

향한 나의 소망을 적은 로켓에는 빨대가 붙여져 있다. 로켓을 만든 후에는 친구

태화강이 오랜 시간과 노력에 의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어 방류

들과 빨대를 힘껏 불어 멀리 날리는 게임을 하였다. 내 로켓이 멀리 날아갈수록

체험도 하였다. 연어가 살만큼 깨끗한 강이 태화강이라니 놀라웠다. 앞으로 물을

내 소망이 온 지구에 퍼지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안준원 학생)

깨끗이 사용하여 내가 사랑하는 울산의 태화강을 지켜야겠다. (박하윤 학생)

함께 느끼는 가을 자연

에코 부채 만들기

아이유의 가을 아침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다. 선생님께 캘리그라피를 배

동아리 시간에 에코 부채 만들기를 하였다. 사람들이 에어컨을 너무 많이 사용

워 가사를 예쁘게 색칠하고, 학교 주변에서 가을 경치를 구경하며 가사와 함께

하는 바람에 지구의 빙하가 녹고 작은 섬들이 잠긴다는 영상을 보았다. 내가 무

사진을 찍었다. 선생님이 친

심코 튼 에어컨이 생각나며 괜스레 마음이 먹먹해졌다. 먹먹한 마음과 함께 열

구들 사진을 모두 모아 뮤직

심히 그리고 꾸민 부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비디오를 만들어주셨다. 직접

(김강민 학생)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색칠하
고 사진 찍어서 만든 뮤직비
디오라 그런지 계속 보고 싶
은 마음이 든다.
(손예지 학생)

학교 환경 지도 만들기
우리 학교를 둘러보며 학교 환경 지도를 만들었다. 우리 학교에 어떤 나무와 꽃
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예쁘고 자연적인 공간이 많았다. 그리고 쓰레
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공간도 많았다. 쓰레기와 자연 환경의 모습을 모두 담은
지도를 완성하니 학교의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정재욱 학생)

음식물 줄이기 6행시
학교 급식소만 보아도 하루에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많은 음식들이 썩어서 지구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학교 급식에서 남긴 반찬이
생각났다. 음식물 줄이기 6행
시를 지으면서 앞으로는 먹을
만큼만 덜어서 다 먹자는 나
의 실천 의지를 다져보았다.
(김세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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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북극곰아 환경 UCC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우리반 친구들과 함께 북극곰아 환경 UCC를 제작하였다. 선생님께

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서 유투브에 올린다고 하셔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의 ‘같이가치’라는 작은 프로젝트는 우리의 가족,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

북극곰아 노래도 좋아 한동안 흥얼거리며 친구들과 다녔던 기억도

었다고 생각한다.

새록새록 떠올랐다. 북극곰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에너지를 절약하

우리는 동아리 시간에 지구의 환경적 실태에 대해 배우고 이를 극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도윤 학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주 생각해 보았다. 우리끼리 결론이 나는 문제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와 공유한 후 도움이나 조언
을 얻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들과 환경에 대해 대화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변
화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환경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도 학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에코 공간 꾸미기
를 통해 지나가는 선배, 후배, 선생님들께 웃음을 주고, 우리가 만든 학교 환경 지도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공유되어 학교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했다. 나비효과처럼 우리의 노력
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기는 했지만 프로젝트 진행과정
을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데는 미숙했던 것 같다.

에코 공간 꾸미기
우리 반 옆 복도 벽이 너무 더러웠다. 매직블럭으로 벽을 싹싹 닦아
도 더러운 자국이 남았다. 그래서 우린 협동화를 그렸다. 그리고 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

서 더러운 공간에 우리의 작품을 그리니 칙칙했던 복도가 환하게

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빛이 나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에도 에코 공간 꾸미기를 했으면 좋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겠다. (박준영 학생)

‘같이가치’ 프로젝트는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부터 우리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
는 환경적(인문환경, 자연환경) 문제를 다루었다.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환경적 문제들은 해결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쓰레기가 있으
면 쓰레기를 줍고, 벽이 더러우면 벽을 닦고,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 지구촌에서 일
어나는 환경문제는 예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요
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했고,
그 방법에 대한 예방법이나 극복법도 생각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인 우리가 과학적
이나 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우리부
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서약들을 세워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 라는 실천의지를 널
리 알리는 데 초점을 두어 프로젝트를 실천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런닝맨이다.”
런닝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처럼
청소년 세계시민도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구영초등학교 이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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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초등학교

인권, 너는 누구니?
학교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75
지도교사
문정희, 임 솔

학생구성원
박서정
김서연 외 49명(6학년)
공수진 외 58명(5학년)
구소연 외 53명(3학년)
김규아 외 66명(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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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차별과 다름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체험하기

우리 학교는 다양한 성장 배경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지구촌

• 아동노동 착취 등 아동인권 차별의 문제 인식하기

과 같다. 다문화적 가정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진 학

• 다양한 세계 음식 체험을 통한 타문화 수용능력 기르기

생들을 하나의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종종

• 알뜰시장 활동을 통한 공정무역의 필요성 인식하기

발생한다. 더욱이 성장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들의 편협한 사고

• 지구의 날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문제 인식하기

를 답습하게 된다면 미래의 다변화된 세상에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학교 및 우리 고장,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 삶의
다양한 차별을 다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형
평화·인권교육이 필요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 하나 다른 존재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어울림의 아름
다움처럼 내손초의 ‘인권, 너는 누구니?’ 레인보우 프로젝트 운영을 통하여
• 나와 너의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하기
•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존중하기
•	세상에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존재를 알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갖기
등의 작은 내면의 인식변화를 통해 앞으로의 큰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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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세계 음식의 날

내손 알뜰시장-천원의 가치(공정무역)

•	‘식당에서 만나는 세계’-세계 음식문화의 날 운영을 통한 타문화 수용능력

•	알뜰시장 활동을 매개로 지속가능발전 및 공정무역 체험을 통해 경제정의

신장

실현

• 대상 : 1~6학년(전교생)

•	대상 : 1~6학년(전교생)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세계 다문화음식 식단으로 제공, 타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	6월 21일, 22일(1~3학년, 유치원, 4~6학년 분리 운영)

• 해당 국가의 인문적 정보 및 음식정보를 학교 내 게시(학급 게시)

•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소정의 금액으로 팔고 사는

• 세계 음식의 날 포스터 내용 안에서 다문화 QUIZ 대회 운영(10월 운영 예정)

활동을 통해 자원재활용과 경제활동의 기본개념 습득
•	‘천원의 가치’ 설명 배너를 통하여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할 점
알기
•	천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고통을 알고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 되기

지구의 날(4월 22일)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전 지구적 환경 위험을 알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가 할 일 찾기

인권카페-인권, 너는 누구니?

• 대상 : 1~6학년(전교생)

•	인권카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아동인권 착취 문제 인식하기

• 4월 22일 지구의 날 주간(동영상 및 활동자료 공유)

•	대상 : 1~6학년(전교생)

• ‘지구를 살리는 3분’, ‘지구레시피’ 등 다양한 지구환경 관련 동영상 시청하기

•	일시 : 7월 11~14일(1주일간 운영/ 본교음악실)

•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생각하고 나누기

•	사전 인권카페 미션활동 운영을 통한 쿠폰발행

• 지구의 날 소등행사 홍보하기

- 주일간 실천 후 미션 완료
- 학급내 인권 및 지구사랑 실천내용으로 선정 쿠폰 활동 선정 운영
- 사전 미션을 완수한 학생에 한해 카페 음식 무상 교환
•미션 1 : 우리반 모든 친구에게 모든 순간에 2일간 존중어 사용하기
•미션 2 : 지구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잔반 없는 식사하기(2일)
•보너스 인권카페 운영시간에 에코컵을 가져오는 학생에게 음료수 무료교환
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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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당일 인권카페 내 아동인권 관련 사진전시 관람 및 각 인권 문제에 대한
설명듣기
•	전시된 인권사진의 영역
- 아동노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 빈곤으로 인한 문제 등
•	가장 시급한 인권문제의 주인공에게 공감과 격려의 편지 쓰고 내가 줄 수 있
는 도움 다짐하기
-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곧 문제인식임을 알기
- 다정한 위로의 말 건네기
-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인식
- 공감과 격려의 편지 공유를 통해 마음속에 인권의식 향상시키기
•	학교 교육과정 결과물 전시주간을 이용하여 학부모, 지역주민과 레인보우 청
소년 프로젝트 활동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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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초는 2016학년 유네스코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학교내 다양한 ESD 활동을

게 해야 할까요?

중심으로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운영하여 왔다. 올해는 2년차를 맞이하여 본교의

학교 및 학급의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지역사회, 학부모커뮤니티에 알리기 위해

자치활동 강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인권·평화에 방점을 두는 다양한 활동을

학교의 유네스코학교 활동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지속적인 활동 안내와

운영하였고,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는 유네스코 활동을 운영하고자 유네

게시활동이 학생 학부모 및 학교 주변의 지역사회의 본교 학생들의 유네스코학

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게

교 활동을 알리는 가장 큰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되었다.
내손초에 유네스코 활동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가장 큰 것은 다름에 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한 관대함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었다. 국내·외의 인권문제 특히 아동인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권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을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내손 학생들이 성숙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며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자

인권카페의 경우는 학교전체가 사전 인권미션을 정하고 학급별로 인증활동을 거

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쳐서 인권카페의 교환쿠폰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존중어 사용, 잔반 남기
지 않기, 에코컵 사용하기가 자연스럽게 홍보되었다. 또한 예상외로 학생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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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나라 어린이의 인권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짐을 하였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내손초 학생들이 이러한

유네스코학교로 인해 찾아 온 변화 중 첫째는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는

시민교육의 체험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한국위

자긍심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생중심 활동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이 이루

원회 측에 감사를 드린다.

어지고 있다는 긍지이다. 둘째는 교육활동의 주제 또한 자연스럽게 평화·인권
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본교 5학년 2학기에는 <인권-우리들은 모두 소중해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46차시)>라는 주제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인권 UCC 만들기 등의 활동이 전체적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으로 이루어져 학교 활동과 유네스코학교 활동의 경계가 없어진 것이 큰 변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와 성과라고 생각한다.

학교단위의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원에서 유네스
코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교
단위의 교육에도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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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빛초등학교

열림과 어울림으로 다함께 빛나는 세상 만들기
학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7
지도교사
최윤정

학생구성원
박서윤, 조우진, 이다혜, 허 룡, 김요셉
이윤우, 정지우, 송재현, 서유리, 백승민
강승민, 봉준형, 정은채, 임세은, 안영주
박지후, 우수민, 정힘찬, 김가을, 박수인
곽예나, 유경태, 유지민, 송민근

협력파트너 : 세종유네스코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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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지역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편견과 차별없이 받

본교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 싸여 있다. 대부분의 학생이 경제적으로

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는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절약 활동과 환경문제 등을

하였다.

친구들과 실천해 보면서 내면화시키고자 하였다.

학교에서의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가정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에

또한 작년까지 2명이던 다문화가정이 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

너지 절약의 습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는 다문화교육도 필요하게 되었다. 다문화 배경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편견,
차별 등 인권 침해 속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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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고, 서로 다른 문화 및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경험도 필요하였다.

•	나로부터 시작된 노력이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이 되

모든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다문화교육, 절약교육, 환경교육
활동들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고 국제이해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이 되는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운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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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동아리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참여한다.
•	배려와 존중의 마음가짐을 갖고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로 임
한다.
• 내가 소중하듯 다른 모든 대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

4월 14일, 손가락 인성나무 만들기

해피 그린 실천을 위한 에코백 만들기

학생들의 바르고 고운언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손가락 인성나무 만들기 활동

학교와 집에서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종이 가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을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

실천 기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친구나 가족들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

사랑이 담긴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찾아보고 만들어봄으로써 고운 말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코백

을 써야 하는 이유를 찾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을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기로
하였다.
에코백을 예쁘게 꾸며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일회용품의 사
용을 줄이는 의미 있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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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시간이었다.

에너지 절약 기록장 쓰기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본부에서 발행한 실천 기록장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
들이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보면서 전기요금표 같이 실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볼 수도 있었다. 이를 통해 작은 일이지만 모이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문화 이해교육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결혼 이주민 여성 강사들이 각국의 여러
문화를 소개해주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른 나라의 동화도 감상해보고

다빛 아름다운 가게

그 나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체험을 통한 다

건전한 경제 활동과 나눔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다빛 아름다운 가게’가 열렸

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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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가게의 판매 수익금과 학부모들
이 운영한 먹거리 장터 수익금은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활용 재료로 화분만들기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하여 교실창가에 식물을 재배하였다. 작은 화분에 씨앗 심

8월 26일(토), 환경사랑 다짐 한마당

기부터 시작하여 생명 탄생과 일대기를 관찰하려는 활동이었다. 식물이 자라면

세종시 유네스코학교 교사와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환경보호와 환경사랑을 주

서 화분을 바꾸는 것은 재활

제로 ‘유네스코학교 환경사랑

용 페트병을 이용하여 만들었

다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

다. 가치를 더해 재탄생시키는

다. 세종시의 초·중·고 다양

업싸이클링 활동을 할 수 있

한 학교급이 모여 환경에 대해

었다.

논하고,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작은 실천이지만 지구
를 살리는 중요한 일임을 깨닫
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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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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세계평화, 인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권, 다문화, 경제정의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유네스코 예산을 지원해주어 운영이 훨씬 수월하였다.

해결하기 위해 나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다문화나 환경에 대한 자료들도 이론적인 것들 뿐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이르기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학생들

까지 함께 느끼고 고민하며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이 재미 있게 참여했다.

것을 알게 되었다.

본교는 3-4학년 학년군으로 1학기 동안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2학기는 학급단
위로 동아리활동을 실시한다. 그래서 학년 초에 정했던 학생들은 1학기만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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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년간 학급 학생들에게도 유네스코동아리임을 주지시키고 환경노트와 절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노트 등 장기간에 걸쳐 작성해보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새로이 알게 되었으며 하루하루 학
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었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빈곤, 가난, 인권, 다문화, 환경 등의 문제가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닌 우리와 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보다

•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에게는 필요없는 물건들을 기부하여 꼭 필

•	전교생이 참여하는 캠페인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요한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좋았으며 이런 기부라는 행사

•	유네스코 전문강사가 파견되어 실제적인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를 통해 실천해보니 기부라는 것이 꼭 어렵고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
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세종시는 유네스코학교 교사들이 모여 환경보호와 환경사랑을 주제로 ‘유네스
코학교 환경사랑 다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종시의 초·중·고 다양한
학교급이 모여 환경에 대해 논하고,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학교의 실정도 알게 되었고 서로 보완할 점, 칭찬할 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었다. 이렇게 지역협의회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운영한다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사랑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유산, 지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빛초등학교 안영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변화이다.”
환경일기를 쓰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고 변화했기 때문이다.
다빛초등학교 송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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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흥초등학교

Do Dream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초등길21
지도교사
신성연, 최진경

학생구성원
함가인, 성아림, 강건욱, 구채완, 권일환, 안영환
오원근, 이경모, 이주용, 이현진, 임종수, 임종현
정영준, 한상문, 김나연, 박소윤, 양서연, 임예담
정지민,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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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을 둘러싼 공간을 생명을 키워내는 녹색의 공간으로 바꾸고 길러낸 작물

대전신흥초등학교는 9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이다. 학생들은 깊은

로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작은 노력이 더 큰 세계에 보

역사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깊은 역사만큼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

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터의 땅을 일구고 밭작물을 심어 수확할 계획이다.

다. 더구나 요즘에는 학교 건물을 둘러싸고 아파트 대단지 공사가 한창 진행

수확한 밭작물은 반 친구들과 함께 먹고 학교 교직원분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유

중이다. 삭막하고 칙칙한 건물들 사이에 우리의 꿈을 담은 텃밭을 가꾸어 보

네스코학교 나눔 캠페인 ‘Dream 드림 캠페인’에 참가하여 후원하고자 한다.

고자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실천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나의 조그마한 노력과 실
천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고 친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체험을 경험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멀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세계 평화에
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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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교실환경구성 및 단체사진 촬영

교실 환경을 푸릇푸릇하게 개운죽 심기

교실 뒤 게시판에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글을 게시하

교실 안에서도 환경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공기 정화 식물인 개운죽 심기를 했

였다. 프로젝트를 위한 동아리를 구성하고 앞으로 협동하여 텃밭을 열심히 가꾸

다. 일인당 하나씩 개운죽을 심고 매일 개운죽을 돌보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

자는 의미로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텃밭 가꾸기 첫 사진이라 매우 어색하고

환경에 대한 사랑을 배워나갈 예정이다.

소극적이었으나 텃밭 가꾸기가 진행될수록, 수확물을 얻을수록 활짝 웃는 얼굴
을 볼 수 있었다.

씨앗과 모종 심기
상추, 쑥갓, 케일 씨앗과 고구마, 호박, 옥수수 모종을 심었다. 씨앗은 흙을 얕게

학교의 공터 잡초 뽑기 및 돌 고르기

파고 두 세알씩 넣어 흙을 살짝 덮어주었고 모종은 이랑에 비닐을 덮어 구멍을

학교에 없던 텃밭을 만들기 위해 학교 담장 옆 잡초가 무성한 공간부터 가꾸기

내어 심었다. 씨앗과 모종 심기는 네 명씩 모둠별로 진행하였다. 앞으로 자라날

시작했다. 잡초 뽑기를 위해 호미질을 배워 큰 잡초부터 뽑기 시작했다. 잡초가

식물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워낙 무성하게 자라 뽑는 데 힘이 들었다. 잡초를 뽑아내니 크고 작은 돌이 많
아 돌을 한참 골라냈다.

잡초 뽑기 및 매일 물주기
원래 풀밭이었던 곳이라서 잡초가 금방 자라났다. 수시로 텃밭으로 나가서 잡초
뽑기를 하였다. 올해 5, 6월 날씨가 워낙 비가 오지 않아서 아침에 한 번, 오후

퇴비 주기 및 이랑 만들기
잡초와 돌을 골라낸 땅에 퇴비를 뿌리고 이랑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이랑 만들
기에 지식이 없어 꿈나무지킴
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셨
다. 이랑은 혼자 만들기 어려
워 흙을 파내고 북돋아 만드
는 작업을 친구들과 함께 하
였다.

52

에 한 번 총 두 번씩 물을 줘야 했다.

호박 수확하고 함께 나누어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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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호박이 제법 많이 열렸다. 갓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무뚝뚝한 남학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생들을 데리고 텃밭에 나가 호박 수확을 하였다. 잘 자란 호박을 보니 학생들의

Do Dream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수확한 호박은 교실 잔치날 호박부침개를 부쳐 함께

키워내는 일이 처음이었다. 물론 교실에서 화분 가꾸기를 해본 적은 있지만 그

먹었다.

것도 매번 시들게 하기 일쑤여서 커다란 밭을 가꾼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다.
우리는 학교 담장 옆 버려지다시피 한 잡초가 무성한 공터를 가꾸기로 하였다.
그 공터에는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잡초가 잔뜩 있는데 줄기도 세고 키도 커서
잡초를 뽑느라 힘들었다. 호미질을 교육받고 목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고 큰 돌
을 골라냈다. 빈둥빈둥 노는 친구 없이 모두 열심히 텃밭 만들기를 시작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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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러 가지 작물은 함께 회의를 거쳐 종류를 정하고 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뭄
이 너무 심해서 씨앗을 뿌린 작물들은 거의 싹을 틔우지 못했다. 더구나 고구마
모종은 심은 상태에서 비닐을 덮어놓아 대부분이 뜨거운 태양 아래 습기를 머금
고 죽었다. 다행히 우리 학교에 꿈나무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밭이랑 만드는 법,
우리가 심어 놓은 고구마 몇 줄기를 살려 주셨다. 매일 밭으로 나가 물주기와
잡초 뽑기를 했다. 우리가 심어 놓은 생명에 책임이 있었다. 해내지 못할 것이라
고 생각한 텃밭 가꾸기가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랑의 온도계 높이기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우리 반의 목표는 수확물을 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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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유네스코 재단에 기부하는 것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이었다. 기부한 금액은 지구촌 나눔

밭에서 파를 처음 수확할 때 선생님과 우리는 “보람, 신기함”이라는 같은 감정

의 손길로 쓰인다고 한다. 우리반 기

을 느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으로 주고받는 정말 긴밀한 대화 방

부목표 금액은 3만 원이었는데 3만

식인 것 같다. 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가지고 집에 가져가 콩나물국, 겉절이,

2천 원을 모으게 되었다.

무생채, 가지나물 등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집밥을 먹었다. 우리
가 키운 농작물이 저녁 식탁에 오르니 가족과 대화거리가 더 풍성해졌다.
또한 학년이 낮은 동생친구들이 텃밭에 놀러오기 시작했다. 커나가는 고구마,
옥수수, 파, 호박, 가지 등을 관찰하기 위해 놀러왔다. 수업시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반에서는 교실에 심다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고추 모종을
우리의 텃밭 한쪽에 심어 놓기도 하였다. 우리가 가꾸어 놓은 텃밭으로 인해 우

에코백 만들기로 지구 환경사랑 실천하기

리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만든 텃밭의 혜택을 주변 사람들

우리는 비닐봉지나 종이 쇼핑백을

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나만의 에코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의 선생님들께도 우리 프로젝트

백을 만들어 지구 환경사랑을 실천

를 설명하고 농작물을 팔아 기부금을 마련하였다. 설명을 들으신 선생님들께서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저마다 하나

는 흔쾌히 호박 등의 농작물을 사주셨고 그 결과 32,000원을 모을 수 있었다.

씩 빈 바탕의 에코백에 나만의 디자
인을 그렸다. 앞으로 에코백을 자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사용하기로 다짐을 하였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소통을 많이 하지
못하였다. 다만 수확한 농작물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과 함께 우리가 진
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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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가

대해 깊이 공감해주시고 선뜻 농작물들을 사주셨다. 특히 우리 동아리의 정지민

꾸어서 소규모 농산물 시장 열기 등의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올해는 농

학생이 농작물 팔기에 적극적이어서 의외의 모습을 발견했다.

사 첫 해라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좋지 못하여 시장을 열 만큼 팔 수 없었다는

첫 해 농사짓기의 성공요인은 인적 자원의 도움을 크게 받은 점인 것 같다. 주

점이 아쉽다.

위를 둘러보면 분명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가 존재한다. 그 분들께 정중
하게 도움을 요청해 보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날씨 때문에 힘들었다. 5월 중에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것이 보였고, 씨뿌리기를 한 작물들은 거의 싹을 틔우

우리 Do Dream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는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짓고

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꿈나무 지킴이 할아버지께서 농사짓기에 많

내년 농사를 위한 밑작업을 해놓아야 할 것 같다. 우리는 텃밭 가꾸기로 배려와

은 노하우를 알고 계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특히 호박은 모종 두

협동을 배웠고 우리도 지구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개를 심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잘 자라서 우리의 기부금의 대부분을 호박을 판

이런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

매한 돈이 차지하였다.

들이 이런 기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더 텃밭을 넓혀 발전시켜 봐야겠다는

우리가 다른 선생님들께 농작물을 팔았는데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의 취지에

생각을 해본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선생님이다.”
나에게 환경사랑을 가르쳐줬다.
대전신흥초등학교 강건욱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책임감이다.”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책임감을 배웠다.
대전신흥초등학교 구채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보람이다.”
처음에는 텃밭 가꾸기가 어려웠는데 우리의 수확물을 보니 우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전신흥초등학교 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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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초등학교

세잎 클로버, 행복심기!
학교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4길 38
지도교사
이동연

학생구성원
정인혜, 김든해솔, 김윤호, 박성빈, 서종호, 심호익
양시훈, 이시훈, 정성윤, 정시원, 정해성, 정호성
주영승, 최성건, 강지혜, 강수빈, 고나윤, 김지은
백지우, 선지오, 윤다원, 윤현진, 이민송, 이진주
조은우, 최가영

협력파트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페스티벌, 도원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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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바빠지더라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대체적으로 풍족하다보니 절약하고 아껴 쓰

기본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

는 습관이 부족한 실태이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떠난 교실의 주변을 살펴보

•	환경은 작은 실천으로도 지킬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면 주인을 잃은 각종 필기도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구

•	환경문제에 대한 작은 관심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입하는 날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여름에

시작이다.

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히터가 돌아가는 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에너지를 절

•	행복심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환경 이슈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실천

약하려는 실천적 행동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거리에서 자신의 발 아래 쓰

해 봄으로써 나의 작은 실천이 바탕이 되어 더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레기가 걸려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희망을 가진다.

학생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식적인 사고는 있지만 실천하려는 의지
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밖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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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행동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세계가 바라는 진정한 역량을 지

•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나부터

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리스트를 적어보는 활동을 한다.
•	학생들이 학생회의를 통해서 문화이해 및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함께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토론해 본다.
•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반성과 더불어 꾸준한 실천의지를 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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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우리의 힐링 보금자리 ‘무선산 환경 지킴이 활동’

이해, 사랑, 관용의 시작~ ‘월드비전 세계시민 교육’

3월 23일(목) 무선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산을 올라가

6월 13일(월) 6학년 전체 학생들이 월드비전 세계시민 교육을 각 교실에서 실시

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부터 지키고자 산 곳곳에 숨겨진 쓰레기 줍기

하였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편견없이 그 나라

활동을 실시하였다. 산은 정상

의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다.

을 향한 발걸음보다 환경을 지

그러면 사랑이 생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

켜야 하는 지킴이 활동가로서

민하게 되면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의 역할을 마음속에 되새김함
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환경,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 ‘환경보고서 작성 및 전시’
4월 26일(수) 도원초 6학년 학생들은 ‘환경, 우리가 꼭 지켜야할 보물’이라는 주
제로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모둠별로 환경을 오염되는 원인을 주제
별로 분석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운영되
었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역할을 정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법 ‘태양열 오븐 만들기’
6월 22일((목) 6학년 전체 학생들이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열 오븐을 만
들었다. 프링글스통을 재활용하여 오븐을 만들고 그 속에 소시지를 넣어 직접
태양에 익혀보는 활동을 하였
다. 이 활동을 통해 미래의 재
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알
게 되었고, 간단하지만 기발
한 아이디어로 환경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창의 인
재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의 시작 ‘인권 광고 포스터 제작하기’
5월 31일(수) 우리반은 인권이란 무엇인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토의하고, 인권

늘 푸른 자연과 벗 삼아 ‘수생식물 키우기’

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광고 포스터를 작성하는 활동을 실시

7월 10일(월) 6-7반 교실에서 수생식물 기르기 활동을 하였다. 흙 없이 물만 넣

하였다. 소중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인권에 대해서 모둠별로 포스터를 작성하여

고 기르는 수생식물에 대해 학생들이 생소하게 여겼지만 햇빛과 환기를 잘 시

교실에 전시함으로써 꼭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의무를 깨닫게 하였다.

켜주면서 직접 만든 수행식물
이 작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하나의 약속인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기
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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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환경, 우리가 지킨다! ‘천연 비누 만들기’

7월 13일(목) 6-7반 교실에서 에코보틀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요즈음 우리가

7월 24일(월) 우리가 과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사용하는 제품에 환경호르몬이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서 친환경소재로

토론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에서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고 천연비누 사

이루어진 보틀을 만들어 봄으로써 깨끗한 물 한 모금이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

용을 늘리는 방법의 필요성을 알고 천연 비누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과연 천연

다는 사고를 기르고, 물건을 고를 때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학생이 될 것으로

비누가 효과가 있을까’하고 갸우뚱 거리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천연비누로 손을

기대한다.

씻으면서 천연비누를 사용하면 소중한 환경보호도 하고 나의 피부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직접 경험하였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친환경 제품 생산을 꿈꾸며 ‘에코 보틀 만들기’

자연을 디자인 하다! ‘에코 크로스 백 디자인’
7월 18일(화) 6-7반 교실에서 에코 크로스백 디자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우리
마음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자연 보호를 위해 풀과 나무를 소재로 하여 에코
로고를 그려보고 크로스백을 디자인해 봄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자연의 바람으로 자연을 정화하라! ‘나만의 에코 부채 만들기’

의 환경보호가 내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경을 소중하게 아끼

7월 25일(화)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우리의 더위를 가려주는 부채에 나만의 에

고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코 로고를 꾸미고 그 의미를 발표하는 에코 부채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내
가 만든 부채를 복도에 전시해
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마에 땀
을 흘리는 친구에게 시원한 손
바람으로 부채질해 주면서 함
께 웃으면서 부채에 새겨진 에
코 로고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
었다.

우리의 희망, 그린 바다를 꿈꾸며 ‘그린 머그컵 꾸미기’
8월 23일(수) 우리반은 요즈음 바다가 여름 해수욕장으로 변모하여 쓰레기가 모

환경을 위한 우리의 다짐 ‘그린 메시지 적기’

이고 있는 여름 시즌에 우리반은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마음을 담아 머

7월 20일(목) 학교 도원글로벌 마켓 행사를 실시하였다. 전교학생들이 글로벌

그컵으로 깨끗한 글로벌 그린 바다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시대에 가장 필요한 환경을 주제로 그린 메시지 전하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깨닫고 우리가 깨끗한 바다를

린 메시지에 환경의 소중함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한 나의

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짐을 캘리그라피 활동으로

주었다.

적어봄으로써 환경의 소중함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회
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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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너-나-우리를 알아가는 시간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육(C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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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5일(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을 실시하였다. 6-7반 교실에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일본인 원어민 선생님과 통역선생님(자원봉사자)이 직접 방문하셔서 일본문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실시하가 전에는 교과 학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세계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의상 입기부터 전통놀이 켄다마 만들기 활동으

시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레인보우 활동을 통

로 일본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해서 모둠별로 협동하여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 포스터 작성하고 환경문제의 심
각성도 함께 깨닫게 되었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 하는 활동보다 함께 하는 활동이 더 보람 있고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프로젝트 활동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실천할 때 함께하는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 것이 나의 가장 큰 변화이다. (참여 학생 의견)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 학교 옆에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무선산이 있다. 사람들이 무선산을
찾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 산을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산을 하다보면 먹
다 버린 쓰레기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주우려고 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활동으로 우리가 힐링의 보금자리인 무선산을

다~같이, 다~함께 ‘글로벌 페스티벌’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 검은 쓰레기봉

10월 11일(수) 도원초 6학년 학생들이 글로벌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페스티벌을

투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였다.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던 등

실시하였다.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공통부스 6가지와 체험활동 부스 6가지로

산을 하러 오신 어른들이 학생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였다. 구석구석

다양한 의상체험과 전통 놀이체험으로 문화 이해를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

쓰레기가 있었던 곳이 이제는 꽃이 필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

는 기회를 가졌다. 나라와 나라간의 문화를 체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세계를 바

다. 비록 작은 실천의 레인보우 프로젝트이지만 점진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행동

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세계속의 한국문화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에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학생 의견)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레인보우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학교 행사로 이루어진 글로벌 페스티벌 때 다
양한 문화 체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문화센터와 소통하였
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레인 보우 프로젝
트 활동을 UCC 영상으로 찍어 학교 글로벌 페스티벌 혹은 린전시회 미디어 아
트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서서 홈페이
지에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 사항을 안내하는 알림방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환경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로고 디자인을 직접 스케치하여 가방
과 보틀에 직접 그려 넣는 활동을 실시하였을 때 솔직히 학생들이 의미 있는 환
경디자인 가방과 보틀이 탄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작품을 보면서 만족한다면 오늘 실시한 환경 실천 교육활동은 성공적이라
고 가볍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의외로 로고 작품이 단순하지만 의미 있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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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부금으로 사용해도 될까요?”라는 의외의 질문이 나왔다. 학생의 말을 듣고
실제로 학교장터(도원마켓) 때 5작품을 선별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전시하여 팔아
기부함에 기부금을 넣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장터가 끝난 후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을 의미 있게 팔아서 기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부함을 보여주니 뿌듯해 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면
좋을지 한번쯤 생각하여 활용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의미 있는 곳
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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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왔고 한 학생이 “선생님, 오늘 내가 만든 크로스백을 도원마켓할 때 팔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는 활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
질 수 있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명 위주의 학
습활동 보다는 직접 조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탐구해 보고 의구심이 생기면 다
른 방법으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활동을 실시해 봄으로써 찾으려고 하
는 해답에 조금씩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큰 주제만 알려주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학습을 꾸준히 학습활동으로 실시
하는 것이 유네스코 활동의 의미를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이해이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도원초등학교 김든해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눔이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멀리 있는 친구에게 기부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원초등학교 심호익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관심이다.”
지구 반대편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도원초등학교 윤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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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송중앙초등학교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배우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탐구 PROJECT
학교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40
지도교사
김준영

학생구성원
임가온, 박정서, 김지수, 곽은성, 김수정, 마기준, 채민혁, 조초아
오민아, 이용건, 김영훈, 정하은, 권정균, 박은동, 김수아, 박 건
임내권, 정혜원, 임가람, 장민준, 이가윤, 윤도경, 임 준, 이송현
이지혜, 김한결, 박서현, 강아림, 오시영, 김나연, 김수빈, 유장건
김유민, 김덕근, 이유준, 간민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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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비극의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우리 주

본교는 지리적으로 김포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다.

변의 이웃들과 공유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김포) 사회 구성원들은 안보 및 평화유지 등과 관련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교는 2012년부터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되어 국제평화,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꾸준
히 탐구하고 교육하고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적 사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
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내 삶, 지역사
회 나아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 주제로써 이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에 대해 탐구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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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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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7일
임원 리더십 훈련 때 토의 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제로 평화의 중요성과 이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교훈을 삼

학급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한

는 것이 중요하며 평화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이 어

방법을 토의하였다.

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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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3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

안보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평화 유지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며 다양한 활동

하여 6.25 전쟁에 대한 설명을

을 통해 이를 전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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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듣고 안보 및 평화의 중요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을 이해하게 되었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

2017 1학기~
전교 어린이 회의 시간을 통

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여 유네스코 프로젝트 주제
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해 및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체험학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습 소감문도 작성하였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청소년 세계 시민 프로젝트가 조금 더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고 각 교육청 내
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공유가 가능한 시간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소통이다.”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었다.
마송중앙초등학교 임가온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웃음이다.”
평화는 우리를 미소짓게 하기 때문이다.
마송중앙초등학교 김지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즐거움이다.”
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마송중앙초등학교 이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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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초등학교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학교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33
지도교사
박미경, 이성근

학생구성원
박소윤, 조동현
전교생 참여

협력파트너 : ㈜한길평생교육원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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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 문화나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있나요?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제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기대하였다.

사회의 발전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며 세계화라는 이슈는 일상이 되었지만
올바른 세계화에 대한 윤리의식 및 문제의식은 미처 싹트지 못했다. 환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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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문화 분쟁과 같은 여러 위기는 우리의 삶과 점차 밀접히 연결되고 있으

•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타인을 먼저 배려하기

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

•	지구마을 모든 이웃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기

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학교 ‘너나들이 텃밭’의 작물 재배는 우리 일

•	항상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구를 지켜보겠다는 관심과 의지 갖기

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식생활 문화나 소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기반으로 환

•	우리 지역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나눔 정신 갖기

경문제를 살펴보고 로컬 푸드의 중요성과 푸드 마일을 통한 환경, 건강, 지

•	양심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윤리적 소비하기

역경제, 경제정의까지 살펴보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학교는 도시학교가 잘 가질 수 없는 텃밭이라는 좋은 교육 환경을 가
지고 있다. ‘너나들이 텃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학생자치
회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고민의 결과가 학교에 전달되었다. 텃
밭에서 살고 있는 작은 벌레부터 식물까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지구의
일원이라는 인식부터 친환경 로컬 푸드의 재배와 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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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프로젝트의 운영 주제는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하여 배웠다. 상추모종이 흙이 아닌 물에서도 자란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

이며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를 1, 2학기에 걸쳐 모두 실천하였다. 1학

고 재미있기도 하였다. 직접 나의 식물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기 In the Rainbow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7가지 주제에 대한 현상들을, 2학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 Over the Rainbow에서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7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 현상
들을 다루며 세계시민 역량을 키웠다.

글로벌 프로젝트 ‘세계 문화 체험의 날’(의상, 음식)
9월 한 달간 6학년 학생들은 다문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을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 문화, 음식, 의상, 생활 모습 등을 살펴보았으며 “세계 문화

‘너나들이 텃밭’의 친환경 작물 재배 시작
학급 텃밭, 동아리 텃밭, 가족 텃밭으로 나눠진 ‘너나들이 텃밭’의 3월은 분주했

체험의 날”에는 그 동안 함께 학습하고 준비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는 전시

다. 친환경 로컬 푸드 생산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랑과 고랑, 두둑

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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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다. 이곳에서 수확될
채소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을 생각하며 다들 기쁘게 일했다.

공정무역과 푸드 마일리지
10월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제인 환경과 경제정의에
관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역의 농작물을 소비하는 것이 먼 곳에서 오는
농작물보다 어떤 점에서 좋은
지,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로컬 푸드 만들기 ‘비빔밥 프로젝트’
7월 17~21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던 창의인성페스티벌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학

알아보았고 이를 통한 공정무

생들은 ‘너나들이 텃밭’에서 수확한 친환경 채소들을 이용하여 비빔밥을 만드

역까지 공부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는 ‘비빔밥 프로젝트’를 선보였
다. 로컬 푸드의 신선함과 줄어
든 탄소발자국을 소개하고 나

지역사회 나눔 활동

아가 지구촌 환경문제를 되짚

우리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해마다 12월이면 김치를 담가 인근 노인복지

어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

센터에 기부한다. 올해도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배추와 무 재배 막바지에 접어

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주

들어 수확을 앞두고 있다.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동안 작은 씨앗이 우리의 땀과

었다.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친환경 작물 재배-수경재배
9월에는 3, 4학년 학생들이 학급별로 친환경재배의 한 종류인 수경재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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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김치로 만들어져 노인복지회관에 전달될 때까지 우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주제를 떠올리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더 많은 사람

우리 명도초등학교 학생들은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의 일곱 가지 주제를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로
삼아 실천해왔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지식의 주입이 아닌 실천의 바탕이라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시민의 관점에서 사고하게 되었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지구 마을의 세계 시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민으로서 올바른 선택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세계 문화 체험의 날’ 행사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더욱 즐거운 축
제가 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 축제, 자연환경, 의상 등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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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과 명도학생자치회의 학생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들이 자치회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사항들이 행사에 반영되어 더욱 성공적인

우리의 변화는 생각의 전환이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나’라는 존재가 지구

경험을 만들어주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어보는 것이 아닌 이

에 혼자가 아닌 연결 고리로 이어져 있으며 나의 행동은 많은 결과를 낳을 수

프로젝트와 행사는 우리에게 세계

있다는 것이 큰 결과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고민할 수 있는 시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과 명도학생자치회의 학생들이 자치회의를 통해 결정한

간이 되어 주었다.

사항들을 선생님들은 최대한 들어주시려 환경을 만들어주셨다. 하나의 예로 ‘세
계 문화 체험의 날’ 행사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더욱 즐거운 축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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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앞으로도 유네스코 동아리와 명도학생자치회가 함께 한다면 유네스코 정신과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세계시민으로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각자 해야

게 해야 할까요?

할 일이 많다보니 방과 후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 부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김치 담그기를 해마다

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유네스코학교가 더욱

하고 있다. 작은 씨앗이 친환경 무와 배추로 자라 직접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많이 생기길 희망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소금이다.”
이 지구를 밝게 빛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명도초등학교 박소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구의 수호자이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계시민이 늘어날수록 지구가 아름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명도초등학교 조동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족이다.”
지역과 국가가 아닌 우리는 모두 세계시민이기에 가족이 떠오른다.
명도초등학교 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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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말초등학교

소중한 물을 처음처럼!
학교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408길 25
지도교사
박지수, 홍유란

학생구성원
박새결, 박지원, 이관우, 이대원
장종혁, 이현우, 곽지훈, 최희정
최정우, 이신영, 김도영, 박연후
배건도, 김진우, 박준섭, 이보아

협력파트너 : 안양 YMCA 환경교육센터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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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레인보우 동아리를 주체적으로 하

있나요?

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교 학생이 모두 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심을 가지게

벌말 초등학교는 안양천과 이어지는 작은 하천인 학의천과 인접한 학교이

하는 것으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 우리 학교는 레인보우 동아리가 6

다. 본교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학의천을 생활 공간으로서, 휴식 공간, 놀이

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른 학년은 레인보우 동아리가 이

공간으로서 이용하고 있다. 학의천은 학생들의 삶 속에 스며든 환경으로 지

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활동 내용과 그 결과를 함

역주민들이 오가며 생태를 관찰하고 생활 2015~2016학년도에는 레인보우

께 공유하여 모두가 함께 학의천과 물 자원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학의천을 직접 탐사하였고, 실태조사와 주변

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더불어 학의천 되살리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

쓰레기 청소, 캠페인 활동 등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아가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며 생활의 주체가 되는 가정과 학교

자연환경인 학의천과 더불어 소중한 물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도

가 함께 지속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에도 학의천의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물의 소중함을 나의 문제, 고장의
문제,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한다. 물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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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공유하여 생

•	우리들의 삶과 가까운 학의천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기

활 속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 기록하여 학교

•	학의천을 관찰하고, 더 나아가 수질오염의 원인과 나의 삶을 연결하기

와 가정에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	물을 오염시키는 결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	여러 가지 물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 실천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보기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학의천을 탐사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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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유네스코 동아리 첫 만남 ‘물과 관련된 문제 인식하기’

유네스코 레인보우 ‘동아리 수업 셋째날’ - 학의천 수질 측정하기

학생들의 삶과 가까운 학의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의천의 문제를 이야기하

수질측정키트로 학의천 수질검사를 해보았다. 암모니아성질소는 0.1ppm, 화학

니 학생들이 레인보우 동아리의 첫 모임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하였다. 학의천

적 산소요구량은 5로 보통, 용존

에서 본 여러 모습, 그와 함께 이어지는 우리 삶과 학의천의 관계, 더 나아가 수

산소는 8ppm을 좋은 편이었으

질오염의 원인과 나의 삶을

며, PH 수소 이온농도는 7로 정

연결해보았다. 이를 통해 소

상수치였다. 결과가 내 생각보다

중한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과

좋은 편이어서 깜짝 놀랐다. 앞

결과를 분석해보고 나무의 뿌

으로 학의천의 상태를 유지하고,

리와 잎으로 표현하여 원인과

다양한 노력으로 더 깨끗한 하천

결과의 나무로 만들어 문제를

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인식하였다.

유네스코 동아리 첫날 ‘지구상의 물 주인은 누구?’

유네스코 레인보우 동아리 ‘물 사랑 포스터 제작하기’

•	지구상에 먹을 수 있는 물
은 3%

레인보우 동아리 3일, 그리고 그 이후 약 일주일동안 틈틈이 물 사랑 포스터를
그릴 계획을 하고, 포스터를 완성하였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물에 대한

•	매일 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듣기

소중함과 물을 소중히 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한 경고, 물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무엇을 그릴지 다양한 고민을 해보고 포스터를 그렸다. 왼쪽

•	우리나라 속담으로 알아보
는 물 이야기

에 있는 두 사진은 동아리원의 다양한 작품 중 우수작 두 편의 모습이다.
작품 1 (물은 살아 있는 심장 – 6학년 최정우 학생 작품) : 물이 없으면 모든 생
명이 살아남지 못하므로 마치 우리 신체에 없어서는 안되는 심장과 같다고 생
각하였다. 소중한 물을 살아 있는 심장이라고 표현하여 물방울과 함께 그렸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동아리 수업 둘째날’ - 학의천 탐험대

작품 2 (당신의 무심한 한 방울 불행을 가져옵니다. – 6학년 박지원 학생 작품)

학의천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돌다리에 서서 학의천의

: 물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 부족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이다. 물

물소리도 들어보고, 식물의 잎

을 아끼지 않고 쓰는 행위, 낭비하는 행위가 미래 우리의 삶에 끼칠 악영향을 사

을 채취하여 어떤 종류의 식

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림이다.

물이 있는지 관찰했다.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생태 강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
다. 학의천은 우리의 휴식공간
도 되지만 주변의 생물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삶의 터전임
을 알 수 있었다.

작품 1 : 최정우 학생 작품

작품 2 : 박지원 학생 작품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자유이다.”
청소년으로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으므로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는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청소년들의 자유로움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벌말초등학교 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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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대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양의 하천인 학의천에 대한 많은 정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를 알려주셨다. 우리가 레인보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만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만 해도 레인보우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학의천에 직접 가서 배우고 수질을 측정하는 활동을 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동아리 집중 데이 동

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역의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안 학의천에 대한 문제, 물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학의천으로 탐사를

우리가 학의천에 관심을 가지니 그 분들도 학의천을 자세히 둘러보고 우리가

나가면서 수질 검사를 해보면서 점점 프로젝트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 레인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졌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

보우 동아리 활동을 하며 내가 그냥 지나쳤던 학의천이 참 소중한 존재이며, 아

기 위해서는 환경 캠페인 활동이나 벌말초등학교 학생들 또는 그 가족들이 모

끼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물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었지

여 학의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만 생각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
해, 우리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야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실천은 남이 먼저 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를 바라기 전에 우선 ‘나부터’ 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이 되기로 다짐하였다.

먼저 어려웠던 점은 많은 친구, 후배, 어른들이 생각보다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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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가 사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이지만 오염문제나 그 외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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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했다.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서 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행이었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시

학의천의 생태를 관찰하고 수질 측정을 해보면서 수질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겼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친구와 가족에게도 조금의 영향을 준 것 같다. 프로
젝트를 하면서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되었다. 나의 행동들이 학의천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이 내 행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동에 대해 책임감을 준 것 같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되니 부모님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비롯한 가족들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응원을 해주시며 물을 아끼는 행동을

•	우리 주변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이 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야 우

같이 해주셨다.

리의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주위에 물이 부

우리 안양에서 빠질 수 없는 이 학의천의 소중함을 알고 관심을 조금만 더 주게

족하여 5시간씩 걸어서 물을 길러 오는 아프리카 친구들도 있다. 우리는 우

된다면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퍼져서 우리 가족, 우리 학교 더 나아가서 지역사

리의 물을 항상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 학의천의 문제에 친구들과

회에 영향을 주어 우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마을 사람들 모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다. 학의천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노력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프로젝트에 임하여야

게 해야 할까요?

한다.

우리가 레인보우 활동을 하면서 학교 밖의 또다른 선생님께 환경에 대해 배웠다.
안양 YMCA에서 환경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셨다. 안양의 환경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하나의 반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서로 도와 가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벌말초등학교 박새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책이다.”
여러 페이지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내용, 하나의 책이기 때문이다.
벌말초등학교 박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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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다양한 문화유산탐구를 통해
글로벌 문화소양능력 함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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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파트너 : 보산 다문화 특별학급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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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문제와 평화

있나요?

의 소중함에 대해 알려 변화의 물결을 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학교는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학생이 약 70여 명이 있고, 그 학생들이

셋째, 보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

일반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독특한 학교이다. 하지만 다문화 배경 학

으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길러주고 싶었다.

생들뿐 아니라 그 부모님들은 한국인의 편견, 차별 등의 인권침해 속에서 힘

넷째, 지역주민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평화의 소중함

든 나날들을 보낸 경험이 있으며, 그 출신국 또한 매우 다양해 십여 개가 훌

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싶었다.

쩍 넘는다. 그들 간에도 서로 다른 문화 및 생활 모습들이 많이 혼재되어 나
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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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세계문화유산

•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세계 속 우리문화’의 개념 바로 알기

들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특성과 우수성 등

•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유산 존중하기

을 내면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

•	다른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고자 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 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첫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이 한국유네스코의 레인보우 프로젝트
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세계의 다양한 지역문화, 평화에 대해 주변 친
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홍보 대사가 되어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
끌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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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부하고 함께 만드는 세계문화유산

지역사회 환경의 날 행사 참가

매주 화요일 6교시 프로젝트 교육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세계문

4월 21일 지역사회에서 있었던 환경의 날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느

화유산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세계문화유산뜯어 만드는 퍼즐을 활용하여 실

끼고 다양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우

제 제작도 해보았다. 세계의 여러 문화유산을 살펴보며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리의 생각과 경험들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문화유산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의미와 중요성, 가치를 갖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는 다양성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세계문화체험
매월 1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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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문화 존중의 자세와 세계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사회 아트빌리지 체험
10월 14일 지역사회에 있는 공방을 찾아서 직접 공예품을 만들며 우리 지역의
문화 체험을 하였다.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1004 마라톤
9월 30일 지역사회에 있는 1004마라톤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
었다.

음식문화체험

세계문화유산 전시회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해서 조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탐구하고 직접 제작한 문화유산퍼즐 전시회를

사해 보고, 그 내용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로 나눈 후 직접 체험해 보는 시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간을 가졌다.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였다.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는 즐거

즐거운 추억이었다.

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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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하지만 동두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볼 수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동아리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된 것들이 많았으며, 책으로 보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을 가질 수 있었다. 다양한 세계 여러나라 문화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학생들 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스로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것이 좋았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를 가질 수 있었고,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담당선생님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께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선생님과 다문화 특별학급 학생들 면담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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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얻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 행사를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세계 문화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

매주 화요일 동아리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세계문화유산 알아보기’ 프로젝트 활

각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동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닦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전교생이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학급별 활동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을 통해 체험해봄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우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한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문화를 보호해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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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져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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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차원의 활동에 참여하여 보
고 느끼는 경험을 넓힐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소중한 존재이다.”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보산초등학교 서현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행복한 기억이다.”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좋은 기억이 많아 행복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보산초등학교 김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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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산초등학교

‘아름다운 나우’
나와 우리 그리고 세계시민의 힘으로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촌로 255
지도교사
윤현아, 문수정, 이현주, 신영식

학생구성원
최주연, 김서연, 김현우, 김서준, 남현우, 박민종
문정안, 김이완, 류보곤, 박신곤, 이채윤, 장서희
허준우, 안세진, 김지수, 김수연, 임 건, 송주명
선명희, 이지혜, 윤성아, 최한슬, 류영주, 김지빈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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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소외된 이웃, 특히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

있나요?

법을 함께 생각해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용산구 한강로 2가동(법정동)에 있던 마을 동부 이촌동(二村洞). 우리 학교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예방과 다문화 사회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친구 간에 높임말

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서울 속의 ‘리틀 도쿄’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을 사용하는 것은 작은 실천이지만 효과는 클 것이라 예상된다. 높임말 사용하기

1965년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이곳에 우리나라로 건너온 일본인

를 통해 학교 밖과 가정은 물론 SNS 등과 같은 사이버 세계에서도 언어순화를 통

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 조성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그들의 대부분은 상사 주재원, 대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고 서울에 조
성된 외국인 마을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 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일본인이 운영하는 선술집, 우동집, 일식집이나 일본어로 된 간판들을 심심

[아름다움 알기]

찮게 만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의 주한 미군 주둔 지대이기도 하기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살펴보고 여러 문화

때문에 미국인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유산,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

오늘날에 별로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었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자질을 키웠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충원, 각종 문화

환경, 인권, 다문화 등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유산 등을 지척에 두고 있는 서울의 중부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유

할 전 인류의 과제임을 알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각성이 필요한 곳

[나부터 실천하기]

이기도 하다. 즉 우리 고유의 것을 찾고 이를 바로 이해하며 세계화하기 위

환경문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탐구하고 인간과 자

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환경지킴이 활동을 실천했다.

또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경제정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세계시민 교육부 이외의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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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친구들,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알리는 바탕이 되는 발

세계시민교육부 첫 만남의 시간,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판을 마련하였다.

3월 28일, 4, 5, 6학년 학생들과 구성된 유네스코 학생활동 동아리(세계시민교육부)가

[우리모두 참여하기]

구성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첫 활동으로 원인과 결

세계시민교육부 첫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많은 문제와 수업

과 나무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다문화, 문화유산, 인권 등의 다양한 주

을 통해 알게 된 실천 방안을 세계시민교육부에서만 아니라 전교

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친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용산초등학교의

는 걸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년 참여 행사, 학급 프로젝트 등

었다. 이날 세계시민 프로젝

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트 활동의 일원으로서 자부
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

로 기획할 많은 활동에 책임

엇이었나요?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아름다움 알기]

다짐했다.

다문화, 인권, 세계화 등 여러 가지 주제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자.
[나부터 실천하기]

아동노동의 현실,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공부하고 체험하며 언제 어디서나

4월 4일,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교육이나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노동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발견해보자.

의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소 좋아하고 잘 가

[우리모두 참여하기]

지고 노는 축구공이지만 이 친구들을 생각하며 노동의 관점에서 축구공 만들기 체험을
해보니 즐겁지 않았고 안타까

환경, 문화유산, 다문화,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함께 지켜

운 마음이 들었다. 세계 인권

나가기 위해 이를 홍보하자. 

선언카드에서도 말하고 있는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
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 무엇
을 해야 할 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카드로 살펴보는 지구촌 빈곤 문제
4월 11일, 여러 가지 조건이 적혀있는 카드를 통해 지구촌 빈곤 문제를 체험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빈곤이 더 많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주
체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카드로 살펴보는 지구촌 빈곤 문제

아동노동 No! 피켓 만들기
4월 19일, 4학년 학생들이 아동 노동에 대해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피켓 만
들기 활동을 펼쳤다. 많은 친구들과 아동 노동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서 뜻깊었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피켓으로 아동 노동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환경, 우리 손으로 가꿔요
4월 27일, 우리 학교의 텃밭을 가꾸기 위해 4학년 친구들이 학교 화단으로 향했다. 평소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모두가 교내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
적으로 학교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싶어서 고민한 결과 탄생한 아이디어였다. 무심코 지
나치던 화단에 텃밭이 생기니 굉장히 뿌듯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가꾸며 소중히 지켜
아동노동 No! 피켓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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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체험 현장이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심각한 오늘 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모내기를 한 오늘의 체험은 정말 뜻깊은 활동이었다.

히 모은 돈이었다. 여태까지 4, 5, 6학년 중심으로 성금 모금 행사나 전달 활동
이 있었는데 모처럼 2학년 친구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의미가 남다른 성금 모금이었다. 용돈을 가져온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께 나눔의
기회를 잘 설명드리고 가족과 함께 모은 성금을 가져온 친구도 있었다. 나눔과
배려가 학교를 넘어 우리들의 집까지 전해질 수 있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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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DREAM 캠페인 성금 모금
5월 16일, 유네스코 캠페인 성금이 전달되었다. 2학년 학생들이 이틀 동안 열심

기아대책 뮤지컬 관람
7월 3일, 3학년 친구들이 기아대책 뮤지컬을 관람했다. 학교 강당에 펼쳐진 뮤
지컬 공연에 호기심을 가지며 즐거워하던 친구들이 ‘기아’라는 문제를 접하고

유네스코 DREAM 희망나눔 장터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며 사뭇 진지하게 관람에 임했다. 평소 편식하던 습관을

5월 23일,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던 희망나눔 장터가 열렸다. 집에서 쓰지 않는

반성하며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배

책이나 학용품, 장난감이나

우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옷을 가져와 장터를 열어 4,
5, 6학년 친구들이 함께 즐
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도 보호하고 수익금은
기부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
었다.

뿌리 깊은 세계 유산
5월 26일, 세계 시민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탄자니아, 이집트, 러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독특

태국 전통 염색 체험

한 문화와 소중한 유산에 대해 배웠다. 드넓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화가 모

9월 25일, 태국에서 방문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태국의 전통 염색을 체험해보았

두 소중히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 시간이었다.

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염색 방법과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알록달록한 색이 우리나라의 오방색
을 떠올리게 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예쁜 태국어가 염색된 옷을 입고 하교하는 친구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던
행복한 체험의 시간이었다.

친환경 벼농사 체험
6월 5일, 운동장을 따라 농촌에서만 볼 수 있던 모내기 장면이 펼쳐졌다. 5학년
친구들을 중심으로 심은 모에 화학 비료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벼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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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6월부터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시작했다. 모든 학년,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여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건전지를 모았는데 모아두고 보니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친구들이 놀라워했다.

우리 가족은 물건과 음식을 구입할 때 공정 무역 제품인지 살펴보곤 한다. 설거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시작

지를 할 때 세제를 많이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들과 아동 노동의 심각성

으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모두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

도 펼치자는 멋진 아이디어도

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기에 가능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의 작

탄생한 의미 있는 수거 캠페

은 깨달음과 변화, 실천이 우리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인이었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유네스코 지정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
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가족, 선생님, 친구들과 인권의 소중함과 공정무
역의 필요성, 문화유산의 소중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었다. 레인
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우리가 다룬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물은 생명이다

되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모이고 모여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의 많은 친구들이

9월 26일, 물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이 환경과 관련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것은 알았지만 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었다. 평소에 아껴 써야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서 반성도 하고 우리의 생명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이 되는데도 깨끗한 물을 마

게 해야 할까요?

시지 못하는 먼 나라의 이웃

세계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학습하고 체험하였다. 가

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고

까운 곳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민도 해보았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문화유산을 더욱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배운 것
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다면 훨씬 유익하고 보

10월 31일, 아직 유네스코 세계시민 동아리 활동이 남아있지만 1년을 돌아보며

람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미리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세계의 문제를 살펴
보는 원인과 결과의 나무에서 시작했던 세계시민 교육부가 우리 학교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선생님, 지역 사회와 우리 집에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아동노동, 지구촌빈곤, 불공정무역, 환경, 다양한 문화유산 등 아주 많은 것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유네스코 DREAM 희망

배울 수 있었고 우리가 직접 성금도 전달하고 환경을 지키는 벼농사, 폐건전지

나눔 장터 활동이었다. 우리 학교의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

수거 활동을 했던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아직 우리가 이 세계를 변화시

이었데,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책, 옷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기

키기엔 부족한 점도 많지만 세계 시민으로 거듭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처

부하였다. 원래 예상보다 많은 학급이 참여하였고 지나가던 선생님들도 응원해주

럼 나부터 실천해나가며 하나씩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

시고 참가도 해주셔서 더욱 뿌듯했다. 상당한 수익금이 모여 세계시민 교육부를
비롯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선생님까지 모두 함께 환
경도 지키고 수익금도 기부할 수 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체험하고 느끼며 세계 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행복했다. 앞으로 이런 소중한 경험을 세계시민교육부 친구
들과 신용산초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론 학습도 의미 있었고, 여러 가지를 직접 체험하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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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천초등학교

다를 게 없는 우리, We-UNESCO!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16
지도교사
김혜연

학생구성원
김무렬, 김태기, 이지원, 김찬기
김서연, 안태현, 김윤겸, 정수진
홍예원, 유정원, 제갈아진, 김현서
고 은, 손호진, 안희빈, 임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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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금운동을 한 후 기부하기

•	학교 주변 도로를 보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한 도로가

모금운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학교 또는

많다. 그로 인해 장애인이 차에 치일 뻔하고 흙에 바퀴가 빠져 불편해 하

인근 중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만 달라져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더 많

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된 것인데 그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
례를 본 적이 있다.
•	지하철 승하차 시 간격이 넓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위험했던
적을 경험했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내견과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안내
견을 욕하며 승차거부를 한 경우를 보았다.
•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장애인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였다.
•	주변을 보면 한 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복지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좋지 않은 눈빛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 공
공장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비나 시설들이 잘 갖추어 있지 않다.
•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여서 인권, 평화 등 유네스코 관련 항목들에 더
욱 관심을 가질 수 있다.

② 배지 만들기
배지를 달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가 되며 장애인의 인권에 대
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배지를 보고 장애인 인권
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
른들은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행동하게 할 것이다.

③ 동영상 만들기
학교 방송에 내보낼 경우 파급력이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게 하는
데 좋다. Youtube에 올릴 경우 외국 자막을 첨부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④ 공모전 개최하기
공모전 개최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진다.

⑤ 피켓 만들고 캠페인 진행하기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피켓을 만들고 교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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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길가를 걸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그린티처스’ 강의 듣기

다니는 일반 시민들도 캠페인을 보고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4월 13일,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장애인 인권이 무엇인지,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인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이 들기만 했던 그때, 사단법인 그린티처스에서

⑥ 유네스코학교 학생 워크숍 참가하기

오신 김신혜 간사님과 함께 장애인 인권에 대해 공부하였다.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유네스코학교의 활동을 보고 참여함으로

내용들이라 다소 어려웠지만 ‘시각 장애인이 등교하는 길에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청각

써 올 한 해 우리 학교의 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고, 내년에 더 나은

장애인이 학교에서 겪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지적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

김신혜 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렴풋하게나마 장애아인 아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

엇이었나요?

을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	장애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의

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때서야 정확하게 인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인권

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	장애인은 단지 어딘가가 조금 불편할 뿐이지 같은 사람이기에 장
애인에게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
•	다른 사람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하는 것

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존중인 것 같다. 나는 눈이 있어 볼 수 있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
어 불편한 점이 없기에 장애인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것이 아
니라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보니 많이 안타까웠다. 시각장애인이면 부모님 얼굴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슬퍼졌
다. 기술이 발전하여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장애인이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는 것
•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벼룩시장 행사 모금활동하기
5월 23일, 학교에서 진행되는 벼룩시장 행사 중 학생들이 스스로 번 돈을 기부하도록 유
네스코 동아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포스
터를 만들어, 기부하는 탁자 근처에 걸어두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학년
부터 6학년 학생들 모두 벼룩시장을 통해 번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 주었고, 모금한
금액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금으로 활용되는 유네스코 드림 캠페인에 전액 전
달되었다.
모금활동에서 모금이 아주 많이 되어 기뻤다. 무엇보다 내가 저금을 했다는 사실이 기뻤
벼룩시장 행사 모금활동하기

다. 1,500원이나 저금을 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생긴 돈으로
조금이라도 기부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이 모금이 되어 감동을 받았고, 우리의 조그마한
돈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기뻤다. 또한 아프리카 아이에게 희망편지
쓰는 것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뻤고 최우수상도 받게 되어 좋았다.

피켓 제작하기, 인권 캠페인 진행하기
6월 27~30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인권 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
지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피켓을 제작하였다. 피켓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번 그린티
처스의 강의를 참고하였고, 인터넷이나 책 등 장애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며 사람
들에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피켓을 제작하였다. 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4일 동안,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과 중간놀이 시간 등을 이용하여 문구를 외치
피켓 제작하기, 인권 캠페인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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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 투표해주었다.
피켓 제작부터 캠페인 활동까지 우리는 열심히 피켓을 만들어 캠페인을 준비하
였고,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어 뿌듯했다.
캠페인 활동을 한 후 설문조사를 하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투표를 해준 사람이
가장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다. 학생들
이 포스트잇에 인권 보호에 대해 썼을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참여한 학
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아침 일찍 와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
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종이도 하트로 꽉 차서 기뻤다. 내 피켓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아이들이 있어 좋았다.
함도’를 보고 난 이후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군

장애인 차별금지 포스터 공모전 진행하기

함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분명한 위안부 문제에도 일본이 아직까지 사과를

6월 5~16일까지 학교 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주제로 한 포스터 공모전을

하지 않아 분노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알 수 있

개최하였다. 주제와 기간, 참여하는 사람, 평가기준, 상품 등은 모두 학생들이

었다.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영화였다.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2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이 참가하
였다. 또한 포스터 공모전을 열기 전에, We-UNESCO의 문구를 다 같이 모여

인권 배지 디자인하기&제작하기

생각해보았다. 여러 가지의 의견 중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9월 7~21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었던 배지 프로젝트. 배지 디자인부터 제작 과

뜻을 담아 ‘다를 게 없는 우리’라는

정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배지를 제작하고 나니 뿌

문구를 우리 동아리를 대표하는 문

듯함이 컸다. 4명씩 한 조를 만들어 주제도 정하고 주제에 맞게 인권 배지 디자

구로 정하기로 하였다.

인을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인권 보호, 남녀평등, 장애인 인권 보호를 주제로

공모전을 열어서 다른 학생들과 함

하여 우리들만의 인권 배지를 디자인하였고, 원형 커터기와 배지 제작기를 이용

께 생각해보았는데, 공모전 참여한

하여 직접 배지를 제작하였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좋았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배지를 디자인하는 것이 꽤 어려웠지만 같은 조원들의 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놀랐고, 저

견을 모아 만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다. 만들고 나서 작품을 보니 굉장히 뿌듯

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멋진 작품을

했다. 인권과 평화에 대해 배지를 만들어본다는 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배지를

내놓아서 1등, 2등, 3등을 고르는 것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조원들과 계속 모여서 작업하는

이 어려웠다. 장애인을 장애(愛)인으

게 힘들기는 했지만 완성된 것을 보니 뿌듯하였다. 평화에 대해 배지를 만들며

로 설명한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 깊

여성인권, 평등, 장애인 인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지난 번 세계시민

었다.

박람회에서도 저학년 아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주제로 배지를 그리게 하고 배지
를 직접 만들어 주어서 뿌듯함이 느껴졌다. 생각보다 배지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인권 관련 영화 관람하기

일이 아니었다. 거울이 깨지기도 하고, 비닐커버가 잘 붙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7월 26일 여름방학식날, 일제강점기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영화인 ‘군함도’가

그리고 2시간 동안 만들었는데도 100개밖에 만들지 못해서 아쉬웠다.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를 관람하러 갔다. 일제강점기에 살아보지는 못했
지만, 그 시절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온 한국 노동자들의 애환과 최소한으로도
지켜지지 못했던 그들의 인권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인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일했는 지 몰랐고, 너무 잔인한 상황에 다시
는 이런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시절 그곳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인이 사람을 동물처럼 채찍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하였다는 것이 대단하고 감동
적인 영화인 것 같다. 솔직히 강제노동이라는 말이 와 닿지 않았었는데 영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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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배지를 보고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

하러 와서 다행이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 그런

다. 인권 배지를 만들어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더 존중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은 없어졌고 오히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길 바라며 얼른 배지

음번에도 참가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배지를 직접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

를 만들어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었다.

말 뿌듯하였고,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까지
유네스코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고 열심히 준비했을 줄 몰랐다며 감명 깊었다

세게시민박람회 ‘평화의 배지 만들기’ 부스 운영하기

는 소감을 적어주었을 때 부스를 운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10월 13일 안천 세계시민박람회에서 유네스코 부원들이 ‘평화의 배지 만들기’ 부

열심히 유네스코 활동을 해서 인권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스를 운영하였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었고, 배지 만
들기 설명부터 직접 배지를 만드는 것까지 모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였
다. 저학년들은 ‘평화’가 무슨 말인지 몰라 헤매었지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오는 것’ 등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자 지구, 비둘
기, 무지개 등 평화라고 하면 떠오를 만한 것들을 종이에 그려주었다. 자신이 그
린 그림이 배지로 제작된 것을 본 학생들은 매우 신기해하였고, 인솔하는 학부
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좋아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평상시에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경우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특히나 저학년들에
게 설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다.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속상했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다. 6학년이라서 이번에는 부스에 참
여하지 않고 부스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음번에도 부스에 참여할 지 아
니면 지금처럼 운영할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부스를 운영할 것이다. 배지 제작기

세계시민 동아리 다 함께, 세계시민연합캠프

가 작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든 것보다 뿌듯함이 더 크다.

9월 15~16일 이틀 동안 세계시민 동아리 부원들이 모두 모여 세계시민연합캠
프에 참여하였다. 첫 활동은 세계음식 만들기여서 모둠별로 각기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었다. 또한 보니따 캠프에도 참여하여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보니따 선생님과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과 평
화에 관련된 영화인 ‘할머니는 일학년’도 감상하고 ‘비문해’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세계 건축물
들을 만들었다. 특히나 서대문형무
소의 경우 그 안에 투옥되어 있던
옛 조상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다.

유네스코학교 학생 합동워크숍 준비하기&워크숍 부스 운영하기
11월 4일 열리는 유네스코학교 학생 합동워크숍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하
고, 안천초등학교만의 부스를 계획하여 부스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총
3가지의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 활동은 인권에 관련된 퀴즈를 내고 빙
고를 완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활동은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에 맞게 배지를
디자인하도록 하고, 배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활동은 부스에 참여한 소
감을 단풍잎에 적어 큰 인권 나무를 만드는 것이었다.
워크숍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알았던 것들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도 워
크숍이 열린다면 후배한테 권유해주고 싶다.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하
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 설명을 잘 들어줘서 기분이 좋았다. 또한 인권을
자세하게 다룬 부스들이 많아 도움이 되었다. 여러 학교에서 우리 부스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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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6학년, 손호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기부를 했던 단체에서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뿌듯하였고 영

유네스코부원이 되기 전에는 인권이 무엇인지, 세계평화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양실조에 걸린 아이를 치료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찼다. (6학년, 임승훈)

없었다. 하지만 유네스코부원이 된 이후 인권과 평화가 무엇인 지 알게 되었고

우리들이 활동함으로써 지역 사람들도 쳐다보며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여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6학년, 김윤겸)

같고 우리 가족들도 내가 인권에 대해 자주 질문을 하니까 검색할 정도의 관심

인권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게

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 (6학년, 안희빈)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기회가 되었다. (6학년, 유정원)

인권에 대해 알게 되니 동생도 나의 인권을 조금씩 존중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 우리보다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같다고 생각한다.

(6학년, 정수진)

(5학년, 김무렬)

우리 부모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세계시민이 되신 것 같다.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유네스코 동아리를 하고 나서

(5학년,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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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인권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장애인이라도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5학년, 이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인권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고, 인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리고 인권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었는 데 조금씩 쉬워졌다. 그리고 인권에

게 해야 할까요?

대하여 관심을 가지니 인권침해 사례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인권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은 사

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어 좋았고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 나도 한 걸음 더 성장

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주면 이 세상에 인권과 평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상식이 풍

을 것이다. (6학년, 김윤겸)

부해졌다. (6학년, 손호진)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알려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람

린다. (6학년, 유정원)

들을 위해 기부를 꾸준히 하게 되었다. (6학년, 임승훈)

유네스코학교 학생 합동워크숍을 하고 나서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봉사도 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이용

고 각자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시설들도 알아보았고, 점자 블록, 엘리베이터, 은행에 있는 점자들도 이용할 수

(5학년, 김무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년 전만 해도 인권이라는 단어조차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에 활동한 것을 찍어 올리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지역신문에 알려서 신문

지금은 장애인들도 도와주고 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차원이

에 글을 올리면 좋을 것 같고, 경로당이나 다른 학교를 찾아가거나 길에서 캠페

다름을 느꼈고 많이 변화했다는 생각이 든다. (6학년, 안희빈)

인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다.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

눈에 보일 만큼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스

록 지원해주고 더 많은 학생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학년, 손호진)

스로 자세히 알아보게 되고 직접 활동하므로 내가 세계시민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글을 써서 올리고, 그 글을

인식하게 되었다. (6학년, 제갈아진)

보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

장애인들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인권 존중에 대해, 장애

선다. (6학년, 임승훈)

인이 대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느끼는 내가 되어 기쁘다. (5학년, 김서연)

다른 초등학교에도 인권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더 좋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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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인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생각이 들었다. (6학년, 안희빈)

만약 인권과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었다. 또한 선물로 배

유네스코 체험 부스에 참여하여 직접 부스활동을 하고, 인권과 평화에 대한 생

동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며 나중에는 사회에서도 알리는 일을 하면 좋을 것

지도 주고 인권과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

각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인권에 관련된 블로그나 UCC 등을 만들어 인터

니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것이라 믿는다. (6학년, 김윤겸)

넷에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 (6학년, 제갈아진)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거동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고, 동네에

워크숍 부스 운영을 통해 다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 등을 실천하게 되었다. (6학년, 유정원)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며 소통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배지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더니 동생들이 ‘인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6학년, 정수진)

알게 된 것 같다. (5학년, 김무렬)

학교 수업에 유네스코를 넣어서 다른 아이들도 즐겁게 유네스코에 대해 알게 되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장애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분들

었으면 좋겠다. (5학년, 김서연)

한테도 장애인 인권이 무엇인지 알려드려서 뿌듯했다. (5학년, 이지원)

지하철에서 노약자 좌석을 더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활동에 참여하고

할머니가 돌아다니시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내가 양보를 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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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안쓰러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노약자에 대한 인권 프로젝트도 진행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6학년, 김현서)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유네스코 동아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하고, 유네스코 동아리가 어떤 일을 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는지 알려야 한다. (5학년, 김찬기)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

유네스코학교 학생 합동워크숍 부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부스에 사람들이 별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리고 부스를 운영

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6학년, 제갈아진)

할 때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주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가

내년 유네스코활동에는 배지 만들기 말고도 다른 활동이 포함되어도 좋을 것 같

있어서 부스를 잘 운영했던 것 같다. (6학년, 홍예원)

다. 가방에다가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나, 편지쓰기 등의 활동이 좋을 것 같다.

잠깐 실수를 했을 때 그냥 넘겼다. 고민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

(6학년, 안희빈)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돌멩이가 넘어가지 않고 없어진 느낌이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계획할 때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6

(5학년, 김서연)

차시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려다보니 봉사활동이 빠졌다. 그래서 이 점이 너무

피켓을 제작할 때 무슨 내용을 쓸지 막막했었는데 친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어

안타깝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유네스코학교 학생 합동워크숍이 굉장히 인상

열심히 참여했다. (6학년, 정수진)

깊어서 더 자주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학년, 손호진)

의외로 잘 안 될 것 같았던 부스 활동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랐다. 하지만 서로

친구들이 장애인의 외모나 불편한 곳을 보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프

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아쉬웠던 것 같다. (6학년, 제갈아진)

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해주면 좋겠다. (6학년, 유정원)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모둠원과 협동하고, 나의 도움이 필
요한 장애인들, 인권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6학년, 안희빈)
성공 요인은 주변의 칭찬과 반복된 연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신감이
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을 체험하고 다른 생각
을 하는 것이었다. (6학년, 손호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핸드폰이다.”
세계시민을 인터넷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안천초등학교 김찬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신발이다.”
어디를 나갈 때, 무엇을 할 때 항상 함께 있는 두 짝의 신발처럼 같이 하고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서울안천초등학교 안희빈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확성기이다.”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안천초등학교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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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

꿈·빛·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하기
학교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27
지도교사
송명규, 최정아

학생구성원
강건희, 김민준, 전준혁, 정지원, 이동규, 이주원, 오서영, 송민우
조채원, 구본경, 김후성, 박재민, 조이현, 안소율, 안혜주, 김성군
송나나, 조재희, 서지혁, 이수현, 박혜주, 노성민, 방승윤, 오현승
이장혁, 장재혁, 정달평, 허효제, 박소현, 서지은, 윤채은, 전윤서
정영주, 황서정, 이원준, 허서영, 김병준, 박원찬, 배서진, 윤준희
이진호, 장준교, 최석민, 김시연, 백규리, 손채원, 이자경, 전혜림
주정연, 강동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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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할 것이다. 다문화이해교육 및 상호문화 이해활동과 다문화 축제, 인권에 대

있나요?

한 프로젝트,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 등을 학생 중심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우리들의 인식 변

과정에서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

화가 부족하며 학교와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도록 텃밭 가꾸기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고 세계

있다. 우리 김해지역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을 전교생, 학부모,

지역이며 우리 학교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

지역주민에게도 확산하여 다문화, 평화, 인권,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

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가정 내 아동들의 자긍심과 아동의 건강한 정체성

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확립이 필요하며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가 필요한 실
정이다. 이에 다문화 이해교육 및 상호문화 이해활동과 다문화 축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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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다문화 교육을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6학

꿈·빛·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하기라는 프로젝트를 설정

년 사회과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평화,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학생들

하고 주제에 맞는 다문화, 평화,

이 심도있게 학생들이 평화, 인권문제까지 확장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이 우

있도록 프로젝트를 설정하게 되었다.

리 지역의 문제와 관련지어 탐구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하여 표현하였다.

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식화

꿈·빛·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하기 프로젝트를 통
하여 다문화, 인권, 평화에 대한 우리 지역 및 학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
결해가는 과정에서 꿈·빛·나눔이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민의식을

석봉 유네스코 프로젝트 문제의식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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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꿈·빛·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하기 프로젝트 계획

다. 각 모둠에서 서로 의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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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인권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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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포스트잇에 한 글자씩

스쿨을 위한 녹색환경 지킴이 캠페인 및 프로젝트 실천적 방법들을 월별로 설정

쓰도록 한다. 퍼즐처럼 포스트

하여 실천나무에 꾸몄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행에 기대감과 함께 열심히 하려

잇 순서를 바꾸어서 순서를 맞
추어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을

는 의지를 가졌다.

진행하였다. 인권이란 무엇인
지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
었다.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는 친환경 유기농 학교 텃밭 가꾸기
3월 30일, 유네스코 학급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학교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을
심고 가꾸었다. 학생들은 교장,
교감선생님과 함께 돌을 골라
내고 퇴비를 주며 밭을 갈아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부추,
감자, 대파 등의 모종을 심고,

‘Web of life’ 나와 너, 우리의 공존의 법칙 이해하기

작물이 잘 자라도록 가꾸며 녹

4월 7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나무블럭으로 도미노게임을 해보며 나의 움

색성장교육을 실천하였다.

직임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나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임을

친환경 생태 텃논 벼 가꾸기 프로젝트-텃논 만들기

체험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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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통해 세계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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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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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

고, 식물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자라는지도 알게 되었다.

및 공존을 쉽게 이해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모습과 문화 조사하기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모둠을
이루어서 한 나라씩 정하여 그 나라에 대해 조사해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
생들이 스스로 그 나라의 국기, 언어, 문화적인 특징 등을 찾아보고 조사하여 서
로 공유함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넓은 시야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
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학교 인권 침해 설문조사하기
인권에 대한 의미를 정립한 뒤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
로 인권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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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의미를 찾아보기

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인권

세계 시민의식으로 가져야 할 덕목 중 인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립하고, 나름의

은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

정의를 내려 보는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재고해보고자 하였

문에서 출발하여 학생들 스스로

논을 만들었다.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이날 처음으로 모내기를 해보며 모판에서

정을 진행하였다. 인권이란 개념이 자신들과 멀게만 느껴졌던 것에서 학생들

모를 떼는 것 조차 신기해하였다. 논에 들어가 모가 잘 세워지도록 심으며 학생

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야겠다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들은 농작물의 소중함과 농부들의 고마움을 느꼈다.

되었다.

인권 보호 지키기 위한 활동(포스터, 신문, UCC)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들을 생각해보게 하였다. 모둠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1가지 활동을 정
해서 실시하였다. 포스터 만들기, 신문 만들기, UCC만들기 등 다양하게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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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례를 찾고 설문지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는 문제해결과

전개하였다.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
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받기 마땅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
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소통의 시간 갖기
6월 1일,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하였다. ‘친구들의 생각이
나 느낌 나누기’의 활동을 ‘소
통’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수업
하였다.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하며 관심 갖고 맞장구치며 듣

외부강사 초청 ‘세계시민교육과 청소년의 리더’ 연수

는 태도의 중요성을 통해 다른

4월 28일, 김해 청소년 리더 연수 기관의 지원을 받아 4-6학년 학생들을 대상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청소년
리더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생
들은 연수를 통하여 나가 아닌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하기

우리, 배려와 나눔의 실천, 상

6월 14일, 6학년 유네스코학급에서는 사회과를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프로

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의

젝트학습으로 공부하였다. 세계의 여러 문제 환경, 인권, 빈곤감소, 생물의 다양

마음가짐 등을 배우고 실천하

성 등 주제를 인식하고 탐구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는 활동을 하였다. 투발루의
이야기, 햄버거와 숲, 콜탄의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프로젝트-공정무역에 대하여

나라, 바나나 멸종 등의 문제점

5월 10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지구촌

을 탐구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불공정 무역 및 저개발 국가의 아동노동의 실태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학생들은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지구촌에서 어린 학생들이 교
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노동

친환경 유기농 텃밭 감자 수확하기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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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고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를 조심스럽게 수확하여 교실

인식하게 되었다. 모둠별로 공

에서 쪄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정무역에 대한 생각들을 모으

학생들은 직접 심은 감자를 함

고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께 나누어 먹으며 수호가의 기
쁨을 함께 하였다.

친환경 생태 텃논 벼 가꾸기 프로젝트-모심기
5월 28일, 학교 화단의 일부를 논으로 만들고 거름을 넣어 모내기할 수 있는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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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이해교육주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유네스코 동아리 배지 꾸미기 활동

5월 26일, 다문화학생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각 3분

9월 7일, 동아리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인권, 평화, 환경, 공정무역 등

씩 총 6분 발표하여 우수한 학생을 표창하였다. 내용이 문화적 요소와 관련되어

에 대하여 홍보하는 배지를 만들었다.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들, 평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우
리가 해야 할 일 등을 배지에
담아 꾸미기를 한 후 홍보활동
을 하였다.

학교 텃밭의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관찰 및 식물의 관찰 탐구하기
9월부터 한달 동안 유네스코학급 학생들은 학교 텃밭의 모종과 싹의 자람을 관
찰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다.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관
찰일지를 매 주 2~3회 기록하
고 그 결과를 탐구보고서에 작

다문화이해교육주간 세계문화체험의 날 운영

성하여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6월 1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다문화이해교육주간 세게문화체험의 날을

식물 탐구활동을 통하여 생명의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 문화 체험 부스 운영하였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

다.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영국, 바티칸, 중국등의 나라별 언어, 전통놀이,

을 깨닫게 되었다.

음식, 의상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다양

학교 급식 음식물 줄이기 프로젝트 ‘지구를 살리자’ 운영

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며 그

9월 1일~10월 1일까지 한달동안 학교 급식소에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

의 심각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하였다. 영양사 선생님께 매월 음식물 쓰레기양

는 시간을 가지며 특히, 놀이문

을 데이터로 받아 학생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여 표로 만들고 홍보문구를 급식

화체험을 공감할 수 있있다.

소 입구에 붙여 전교생이 빈그릇 운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0월
부터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점차 감소되었다.

일본 오사카시립미유끼모리소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7월 7일 일본 오사카시립미유끼모리소학교와 자매결연 및 문화 교류를 위한 업
무 협약체결했다. 일본 오사카시립미유끼모리소학교 유네스코 활동 이해 및 유
네스코학교 간 직접교류를 통해 자매학교로서의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했다. 유
네스코학교 내 교육프로그램(지
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세계
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개발에
기여했다. 한국과 일본 문화교
류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공
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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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교육 홍보 가방 만들기

9월 1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여름방학동안 친환경 생태 텃논에서 키운

10월 10일 유네스코학급 학생들은 미술과 수업을 유네스코교육활동과 연계하여

모가 잘 자랐는지 관찰하였다. 벼꽃이 폈고 이삭이 맺힌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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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했고, 모에서 벼가 누렇게 변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또 학교 주변의 환

디자인에 응용하여 홍보가방을 만들었다.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게 잘 표현하였

경을 둘러보고 화단 주변에 자라는 동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으며 만든 가방은 학교교육활동시간에 또는 방과후 시간에 활용하여 들고 다니

작은 생물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홍보효과를 주었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꿈·빛·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하기 프로젝트에 참여하
면서 다문화, 인권, 평화에 대한 우리 지역 및 학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해가는 과정에서 꿈·빛·나눔이 형성되어 이를 토대로 세계시민의식이 함양된
것 같다. 다문화이해교육 및 상호문화 이해활동과 다문화 축제, 인권에 대한 프
로젝트,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 등을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학
습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보게 되었다. 지구촌
의 문제점이나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리 모두의 문제라고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
각해보게 되었다. 수확한 농작물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린마켓을 통한 기부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교육 희망 나눔에도 참여하면서 나눔의
기쁨도 느끼게 되었다. 작은 생물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들꽃이나 곤충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며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

물 부족 현황을 알고 ‘빗물 저금통’ 만들기

가 먹는 먹거리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 텃밭과 텃논을 가꾸면서 손에 흙을

10월 6일, 유네스코 동아리학생들은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빗물을 모아 활용하

묻히며, 키운 우리의 농작물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에 감동 받았고 최선을 다

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임을 알고 물을 절약해야 하

하며 열심히 한 보람을 느꼈다.

는 이유와 함께 실천방법을 생

친환경 생태 텃논 벼 재배 프로젝트와 텃밭 농작물 가꾸기를 통하여 밥 한 그

각하였다. 학생들은 페트병을

릇, 반찬 한 가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 급식을 할 때

재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빗

대부분 음식을 남겼는데 이 동아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먹을 만큼만 배식을 받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

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물건을 더 아껴 쓰게 되

하고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었고 꼭 사야 할 물건만 구입하여 자원을 아껴 쓰게 되었다. 집에서 안 쓰는 전

학교 텃밭 옆에 놓아두었다.

등을 스스로 끄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복도나 화장실에 켜지 전등을 끄는 습관
을 가지게 되었다.

그릿마켓을 통한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교육 희망 나눔을 위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배운 후 부터는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멀티탭을

모금운동 전개

사용하고 플러그를 뽑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11월 2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아리 학생들이 성금 모금운동을 하였다. 이 날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고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수돗물이나 전기를 아

학교 체육관에는 그린마켓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장터가 개설되

껴 쓰게 되었다. 일년 동안 유네스코동아리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환

었고 학생들은 물품구입 후 남은 돈을 성금함에 넣었다.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

경, 생명의 소중함, 배려, 나눔, 생명의 다양성 등을 배우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

해 학생들이 함께 모은 성금은 유네스코 희망나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에 보

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한 점이 큰 변화이고, 보람을 느

낼 예정이다.

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찾아 수행할 것이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지구촌의 인권, 평화
등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모색해 보았
다. 더이상 이런 문제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게 되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집에서 전기나 물을 예전보다 더욱 아껴 쓰게 되었으며 가족들에게 실천하도록
권유하였다. 가족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전기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더운 여름철에도 에어컨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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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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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 다니

들이 한달 동안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생,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

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다. 우리 반 학생들이 급식시간에 음식을 거의 남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였고, 다른 나라의 놀이문화를 체험하면

기지 않고 깨끗하게 잘 먹고 교실 창가 쪽 전등을 끄는 등 생활 습관이 많이 바

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뀌었다.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실천했던 프로젝트 인권, 평화, 다문화 축제

동아리 학생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에 보람을 느꼈으며 유네스코 교육활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음식물 줄이기 등에 관심을 보이며 캠페인 활

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하게 되었다. 또한, 녹색성장교육을 위해 친환경

동에 적극 동참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참여하였다.

생태 텃논을 가꾸며 도시 아이들에게 모내기, 김매기, 추수 과정을 체험해 봄으
로써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교실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보다도 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접 재배하며 학생들이 수확의 결실을 느끼며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사랑에 더욱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좋은 체험을 하였다.

게 해야 할까요?

친환경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작물에 해충이 많이 생기는 어려움

김해 기후변화체험홍보관, 경남 청소년 리더연수원과 연계하여 기후지킴이교실

을 겪었고, 학생들과 함께 직접 벌레도 잡고,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농작물

과 청소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고, 경남유

을 잘 가꾸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네스코 교육네트워크 학교 간 학습 유네스코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정보를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천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제공받았다.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학생, 학부모, 지역민에게도 판매
하여 유네스코 교육활동을 지역사회 홍보하는 기회도 가졌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유네스코 교육활동 내용을 캠페인을 통하여 알리거나 보다 더 지역사회의 인적,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교육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천방법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모색해 보아야겠다.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더욱 폭넓게 배우는 기회를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유네스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여러 시설들을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시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전국적인 유네스코학교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

다문화이해교육주간을 이용하여 세계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 동아리 학생

워크의 긴밀한 협조체게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보물이다.”
보물처럼 나에게 또는 모든 어린이에게 소중하고 빛이 되기 때문이다.
석봉초등학교 정지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친구이다.”
친구처럼 나에게 좋은 버릇을 들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석봉초등학교 조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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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를 넘어 세계시민으로 Andante, 安團態
학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27번길 58
지도교사
안봉선, 기명준

학생구성원
남선우, 김태형, 오주원, 안단태
김정우, 이운린, 문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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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룡강 정화 활동 및 자연보호 캠페인

자연의 모든 요소는 연결되어 있다. 자연의 소중함과 지역의 생태계 파괴 현

• 개미장터를 행사를 주최하여 수익금 기부

상의 심각성을 깨달아 가고, 이러한 상황들을 학교 구성원과 지역에 알리는

• 고려인 마을 탐방하고 우리나라 역사 알기

활동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

• 다문화 독서 캠프를 통한 정체성 찾기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

• 세계문화 독서 토론 활동 계획

는 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 세계 문해의 날 행사 참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이에 세계 기념일로 지정된 날과 그 날의 의미를 알

• 환경보호 영어캠프 행사 참가

고 관련행사를 실천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자연 파괴를 통해 서식지가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연 보호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깨닫고, 서로 공유하는 문
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황룡강 주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학교와 지역
사회에 알리고 정화활동을 실천하였다.
송정 어린이 모두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념일에 대해 알고, 사회적인 문제
점을 인식하여 세계 시민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행사를 실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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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개미장터를 주관하여 수익금을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였다.

세계 환경 영어 캠프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세계문화를 체험하였다.

황룡강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알리는
세계문화에 관련된 책을 읽고 친구들과 독서토론활동을 하였다.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세계문해의 날과 관련하여 ‘할머니는 1학년’을 보고 문맹퇴치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였다.

고려인 마을을 탐방하여 우리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정체성을 경험하였다.

다문화 독서캠프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는 경
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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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	유네스코 세계시민 캠프에 참가하여 유네스코와 세계문제에 대해 알고 깊이

게 해야 할까요?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	세계 기념일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세
계적인 이슈를 알 수 있었다. (5학년 남선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였다. 하지만 다른 유네스코학교와는 관련된 활동을 함께 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유네스코학교들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했으면 한다.

•	세계시민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몰랐는데 레인보우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통
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세계시민의 뜻을 알게 되었다. (5학년 김태형)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	다문화 캠프를 통해 다문화의 뜻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세계 시민으로 한발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짝 더 나아간 것 같다. (4학년 이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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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초등학교 학생들의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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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꾸어 실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활동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특히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나와 친구들 모두 소중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때는 공감 및 실천의지를

하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다. 반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강하게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주고 또 유네스코 활동을 실천하였더니 친구들도 함께 실천하게 되었다. 또한

할 수 있다.

세계화 수업을 통해 여러 나라의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자신의 나라를 설명해
주셔서 정말 생생했고, 꼭 그 나라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커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주고 싶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문화, 세계문화를 학생들이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제교류 활동을 단위
학교에서 전개하기는 어렵다. 타 국가 학생들과 교류 또는 결연할 수 있는 창구
를 유네스코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세상을 보여준 큰 창이다.”
송정동초등학교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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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남초등학교

내안의 공동체! Nice Green으로 행복한 공동체
학교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75
지도교사
오현숙

학생구성원
강현영, 마연수, 이진욱, 김정우, 김승희, 김지환, 김용하
김규원, 유세희, 조예찬, 선우린, 신서영, 강찬희, 최재원
정 윤, 김규연, 김준태, 성승연, 김지원, 김민정, 이승준
김동주, 송지성, 송다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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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파악하여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학생 스스로 인지할 수

있나요?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바른 언어 사용하기, 대화로 해결하기, 행복한 웃음 만들기

환경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환경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큰 영

캠페인을 통해 바른 인권 문화 형성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향을 주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깨닫고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Nice Green을 실천하여 지역과 세계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드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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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않지만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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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인권, 다문화 등의 주제로 세계 속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현재 자
신의 위치와 할 일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다양한 삶의 모
습을 알아보고 나눔과 배려에 대한 삶을 실현하고자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
하였다.

이 되도록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
•여러 생각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유네스코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동아리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겁게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선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안양남초 유네스코에서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마음으로 환경을 위하는 일이 아주 흥미롭고 새로우며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뜻 깊은 일이라는 것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
을 바꾸고 더불어 친환경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인권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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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존중의 마음가짐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로 임한다.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되었다.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4월 7일, 레인보우 세계 시민 프로젝트의 주제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

자세를 가지게 되어 보람된 시간이었다.

활 속 환경문제로 정하고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고 원인과 결과
나무를 만들었다. 4명씩 조를 이루어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

텃밭에서 피어난 소중한 열매

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

5월말 학교 운동장에 텃밭을 조성을 위해 상추, 깻잎, 토마토, 고추 등의 모종을

지 고민하고 계획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심고 물을 주고 풀도 뽑아주며 가꾸었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베푼 만큼 예쁘
고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고 열매들을 따면서 즐거웠다. 자연이 우리에
게 주는 많은 혜택을 깨닫고 땀의 소중함과 농사를 짓는 분들의 감사함도 깨닫
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UpCycling(업싸이클링) 활동-개운죽 화분 만들기
4월 28일,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통을 활용하여 교실 창
가에 개운죽 화분을 만들어 키웠다. 이를 통해 기존에 버려지는 것에 디자인 또
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여 재탄생 시키는 업싸이클링 활동을 스스로 실천

건강한 간식-웰빙 화채

하였다. 버려지는 물건이 우리의 손을 거쳐 예쁜 개운죽식물의 집이 되었고, 이

6월 30일, 텃밭에서 자라는 싱싱한 과일과 채소로 무엇을 할까 모둠별로 고민

번 기회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돌봐주어야 할 귀여운 친구가 생겼다.

하다가 시원한 건강 웰빙 화채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직접 기른 과일과
채소로 화채를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고 보람되었다. 평소 인스턴트를 즐겨먹던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로 다짐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는 알쏭달쏭 퀴즈
5월 12일, 세계 여라 나라의 기후와 음식, 종교, 생활모습 등 다양한 문화를 친
구들과 조사하고 알아보는 활

공정 무역 캠페인-행복한 캐슈넛

동을 하였다. 각기 다른 문화

공정무역에 관한 도서를 읽고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모둠별로 알아

를 레인보우 모둠별로 나누고

보고 공정무역을 알리는 신문을 제작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퀴즈로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판매하는 공정무역 캐슈넛을 시식해봄으로써 생산자들

하였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

에게 정당한 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무역을 하자는 공정무역의 의미

했던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

에 대하여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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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배려와 존중’라는 것을 배웠다.
내 주변의 일이 아니어도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공
감을 통해 배려와 존중이라는 것을 배웠다. 상대방을 더 깊게 생각하는 마음
가짐과 친구들과의 프로젝트 진행과정 속에서 배운 협동심과 배려는 동아리
활동 구성원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	나는 1년간 나 스스로가 환경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공정 무역 캠페인-행복한 캐슈넛

실천해야 하며 또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깨달아 변화하였다
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는 물론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위한 UCC 제작
10월 10일~27일, 레인보우 세계 시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깨달은 바를 토대

이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런 활동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나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게나마 변했다고 생각한다. 원래 나는 환경

로 환경보호, 인권, 다문화를 주제로 모둠별로 UCC를 제작하였다. 생활 속 쓰레

과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문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들, 배려와 존중의 친구사랑, 다름과 틀림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의 다문화 이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노력부터 스스로 실천해보자는
내용을 담았다. UCC 제작을 통해 친구들과의 추억도 쌓고 그 동안의 주제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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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들을 되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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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타났다. 주변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에게 유네스코동아리에서 활동한 내용
을 이야기하면서 가족들도 환경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 및
선생님과는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
기도 했다.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
책을 함께 생각해보는 등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
에서 재활용이나 자원절약을 더욱더 열심히 실천하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친
구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Nice Green 실천을 위한 나무필통 만들기
10월 20일, 학교와 집에서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종이 가방 등 일회용품을 사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리 구성원들은 재활용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나무를 이용하여 나무 필통을 만들어 Green up 실천을 하였다. 나무필통을 꾸

게 해야 할까요?

미고 만들면서 나무로 만들어지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

•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되었다.

유투브 같은 SNS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	우리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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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동아리 구성원들의 모이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학기 초에 계획했던 프로젝트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마치고 되돌아보니 우리들은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중 몇가지를 하지 못해 아쉬웠다. 중간 놀이시간과 점심시간을 적극적으로 활

들을 보냈지만 외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

용하여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

리가 알고 경험하며 깨닫게 된 것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더욱 고민해야 하겠

하기 보다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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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Nice Green”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동아리 구성원

려져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면 한다.

들과 활동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모둠원 간에 협동하여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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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마음을 동아리 차원이 아니라 주변에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그리
고 이런 활동들을 기본적으로 생활화하여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친구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이런 활동을 즐기도록 해
야겠다.
•	동아리 구성원들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몇몇 친구들은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생각에 변화를 느끼며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였고 또 실제로 UCC를 제작할 때도 사소한 갈등도 서로
화합하며 해결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의미를 실현하는 큰 뜻도 이
루었지만 친구들과의 우정도 돈독해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느낌표이다.”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안양남초등학교 강현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초록빛 새싹이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해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안양남초등학교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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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빛깔 무지개, 하나되는 약사 유네스코
학교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478
지도교사
홍다솔

학생구성원
김상엽, 이충민, 박세현, 박규림, 신나경
구은재, 김시훈, 장주혁, 이다은, 박예린
황동건, 이지연, 송지은, 김주엽, 강문정
강민정, 하예지, 심준형, 손지희, 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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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지킴이 약사 어린이

평화와 인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나의 작은 행동이 우리 지구에 큰 변화를 가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일들 중 하나가 전쟁과 기본적인 권리조차

고 올 수 있음을 깨닫는다. 나의 생활습관,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의 조그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인권문제이다. 특히,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구성원

변화가 초록 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들의 또래 나이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거나 밥을 굶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레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약사 어린이

인보우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월드비전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에 참여하며

약사 어린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화와 상관없이 고루 어울릴 수 있

평화·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한다.

는 환경을 만들어 함께 더불어 함께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환경
울산은 공장이 많은 지역인지라, 매연이 심할 때가 많다. 초등학생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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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들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및 해결의지를 이끌어내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알고 실천의지를 가진다.

고자 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고

•	사고의 중심을 내가 아닌 ‘자연물’과 ‘환경’을 중심으로 바꾼다.

일회용 가방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 만들기,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천

•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올바른 의식을 가진다.

연 비누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12월에는 도전골든벨! 에코벨

•	‘함께’의 가치를 알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간다.

울리기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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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유네스코학교 홍보 활동

이끄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아주 덥지 않으면 손부채를 사용하기로 했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학교에 관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원

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든 손부채라 더욱 애착이 가서 여름 내내 사용하

들이 함께 모여 ‘유네스코의 의미와 가치’ 및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였다.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특히, 홍보 제작물 중간 중간에
퀴즈를 제시하고 퀴즈 상품으로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여 전교생들의 열띤 호응

9월, 문해무비데이

으로 홍보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비문해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한 ‘무비데이’ 활동을 실

순간이었다.

시하였다. 무비데이의 영화로 ‘할머니
는 1학년’을 선택했다.
아프리카 일부 여성들은 글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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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관공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는 대신
지장으로 자신을 증명한다고 한다.
우리 부원들은 그분들을 응원하는 마
음으로 지장나무 및 응원피켓을 제작
하였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우리가
그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
기를 바란다.

9월, 탄소 zero 학교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탄소 zero 학교’에 참여하였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우

5월, 지구 지킴이 에코백 제작

리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탄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탄소들을 줄

지구를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일회용품 중 하나가 바로 일회용 쇼핑백이
라고 한다.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쇼핑백 대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에 대해 토론하여 보았는데 생각보
다 어렵지 않았다. 또한, 노끈을 재활용하여 어항 속 물고기를 제작해 보았다.

있는 천으로 만들어진 에코백
을 제작해보기로 했다. 학교
준비물을 들고 다닐 때 우리
가 직접 만든 에코백을 들고
다니니 환경 보호의 주역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6월, 재활용 책갈피 만들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품 중, 교실에서 매일 보게 되는 ‘우유갑’을 직접 재활
용해보았다. 우유갑을 깨끗하
게 씻어 말린 뒤, 색종이와 풀
을 활용하여 ‘책 먹는 몬스터’
책갈피를 직접 제작했다. 조
금의 정성만 더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0월, 유네스코 문화유산 ‘석굴암’
석굴암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어떤 점이 위대한지 모둠별로
토론해 보았다. 특히, 팝업북을 하나
씩 조립해가는 과정에서 석굴암의
구조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조상들의 건축 지혜에 다시 한 번
감탄하였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
산들에 대하여 왜 우리 스스로 자긍

7월, 더위 물리치는 부채 만들기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에어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손

심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
게 된 뿌듯한 활동이었다.

부채를 만들어 보았다. 에어컨 한 대가 아주 많은 전기 사용과 오존층 파괴를
95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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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빛깔 무지개, 하나되는 약사 유네스코 동아리’에 9개월가량 참여하며 많은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변화가 있었다. 4월부터의 활동을 쭉 되짚어 보았을 때 내 스스로 ‘환경’에 대하

사실 여태껏 ‘환경 보호하기’라고 하면 막연히 지루하거나 내 힘으로는 하기 힘든

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내 주변의 작은 생물, 내가 숨

것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그런데 막상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선생

쉬는 공기, 흙 등 없으면 내가 살아가기 힘든 것, 서로 도와가며 보호해 주어야

님, 친구들과 함께 한 단계씩 도전해보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

할 자연에 많은 짐을 주어온 듯하다. 깨끗한 지구를 위하여 나 자신의 행동을

다. 나 혼자 힘으로도 환경 보호에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성취감이

조금씩 고쳐나가는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자랑스러운 세계시민이 되어 가고 있

들면서, 더욱 더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는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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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 부모님과 함께 활동 내용을 이야

우리의 배움을 더 깊게, 더 넓게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

기 나누곤 한다. 특히, 하루에 한 시간도 채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는 평소에

같다. 우리 학교 주변의 지역사회와 연계가 될 때에 우리학교 동아리, 나아가

빼 놓기,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이왕이면 친환경제품을 구입하기, 분리수거를

우리 학교의 많은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할 때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등 내가 가족을 설득하자 함께 동참해주시는

또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주변 어른들에게 ‘환경 지키기’, ‘다른 이

모습에서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만든 에코

의 인권에 관심 가지기’에 관하여 열심히 말씀해드리고 있다. 우리의 작은 실천

백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에 일회용 가방의 좋지 않은 점을 이야기해주었더니,

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할 때에 우리 사회는 더욱 멋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진 곳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학교는 월드비전에서 실시하는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에 2년째 전 학급
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간식을 사먹거나 장난감을 살 용돈을 조금만 아끼면
굶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또래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뿌
듯하다.
다음 해에는 유네스코 교육활동 내용을 캠페인을 통하여 더욱 많이 알려 보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겠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워 블로그와 같은 SNS에 프로젝트 활동 내용
을 게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행복바이러스이다.”
나의 작은 변화된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 나아가 자연, 세계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약사초등학교 신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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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행복햇살 DREAM-UP 양산 수호대
학교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금강로 1500
지도교사
이봉연

학생구성원
김규범, 이하윤, 정윤서, 이근현, 정경록, 최 건, 김준표
남기주, 장희명, 한 별, 여승희, 김하경, 유해찬, 최 율
김혁준, 여인성, 정우현, 김예진, 김준현, 양익종, 정민서
최보라, 김하늘, 염규현, 조믿음, 여서희, 곽영현, 박요셉
한 솔, 김민혁, 이지원, 김태빈, 김태원, 유슬찬, 전태명
최보미, 남백호, 서강희, 장익준, 정선진, 한 설, 여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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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다.

우리 지역의 노근리평화공원은 전쟁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와 평화의 소중

•	우리들은 우리 지구와 마을을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되겠다.

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아이들로 하여

•	우리들은 지역문화를 바로알고 계승하는 사람이 되겠다.

금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가지게 함으로서 애향심을 고취하게

•	우리들은 우리의 실천과 노력의 향기를 널리 퍼트리겠다.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지역(충북 영동군 양산면) 사람들과 우리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과 노력
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으
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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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평화와 나라사랑을 찾아 떠나는 공감동행
평화와 인권을 찾아 떠나는 공감동행을 통해 매월 칠곡호국평기념관, 유관순열
사기념관, 독립기념관, 정지용생가 등 평화, 인권의 현장을 찾아 현재 우리나라
가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 국가유공자를 찾아보
고, 그들을 멘토로 나라사랑 의식을 키웠다.

생태교육 및 알뜰시장 운영
교내 생태체험텃밭에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직접 수확한 과일과
채소로 요리활동도 진행하였다. 지역의 자연·문화 유산을 찾아 봉사활동도 진
행하였다. 또한 알뜰시장을 개최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다.

다문화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통해 중국 선생님과 함께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놀이, 요리 등을 직접 체험을 통해 배워봄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혔다. 또한 지역 금강둘레길 걷기 대회 및 난계국악축제의 장에서 캠페인활동과
오케스트라 및 외발자전거 재능기부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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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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노근리평화공원, 칠곡평화기념관, 독

게 해야 할까요?

립기념관, 유관순열사기념관 등 평화, 인권, 그리고 나라사랑의 현장을 탐방하

우리는 영동금강둘레길 걷기대회 및 영동난계국악축제의 장에서 나라사랑 캠

는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나라를 위

페인 활동을 통해 관광지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함께

해 노력하신 국가유공자들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멘토로 나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학교 전교생 오케스트라 활동 및 외발자전

를 사랑하는 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 텃밭에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풀도 뽑아

거 타기를 통해 지역의 축제와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소통을

주며 가꾸었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베푼 만큼 예쁘고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활동들은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기도

주렁 열렸다.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맛있는 열매를 따먹으며 즐거워 했다. 그

하였다.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

리고 텃밭의 과일과 채소를 수확해서 선생님과 함께 신나고 맛있는 요리활동을

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초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하기도 하였다. 알뜰시장에서는 각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와서 바꾸
기도 하고 저렴하게 사고팔기도 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유공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를 돕는 곳에 모금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1년 동안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하면 더욱 행복한 친구들의 의미를 알 수 있었으며, 평화, 인권, 다문화, 환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경, 경제정의 등의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매 순간 순간 우리 지역의 평화, 인권, 나라사랑의 현장에 대해 알아가면서 현재
의 삶을 선물해 준 많은 유공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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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선생님과 가족, 그리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우리가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우리의 활동을 항상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활동하려 노력하셨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셨다. 난계국

유네스코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보다 많은 학교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악축제 거리퍼레이드에 참가해서 외발을 타고 악기를 연주할 때는 거리의 많은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같이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린다.

시민들이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문화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고 말씀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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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초등학교

쓰담쓰담 환경지킴이
학교주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옥단길 43
지도교사
김주영

학생구성원
김도연, 이나윤, 유지후, 이유빈
양젬마, 유채연, 오기택, 오찬석
윤민서, 유서연, 김은희, 염혜정
염혜린, 허지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

•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을 통해 길거리의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고자
한다.
•	환경오염, 환경보호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한다.

관이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적
으로 느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에 대
해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을 주제

환경에 대한 인식,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알리고자하는 사람들부터 바뀌어

로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실천약속은 다음과 같다.

을 알아보고, 교내 및 교외의 환경정화활동과 환경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아가고자 한다.

통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한다. 나아가 포스터 제작 및 여러

•	환경보호를 누구보다도 앞서서 실천하고자 한다.

홍보 활동으로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

•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호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어려
움이 있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프로젝
트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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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앞에 나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
하였다.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직
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경보호 실천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
다. 이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실천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느끼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변화될 수 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점심시간은 쉬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적은 시간 동안 했던 활동이 뜻깊고 보람있었다.

또한 천연비누 만들기, 측우기 만들기,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의 실습이 진행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에 대하여 알아가고, 실
천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유네스코 환경 체험학습
전교생이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환경보호 실천 다짐을 위해 유네스코 환경 체험
학습을 실시하였다. 1, 2, 3학년은 안성 환경사랑 홍보 교육관에서 환경오염의

환경보호 포스터 만들기

실태, 환경오염 실천의 방법 등을 영상과 다양한 체험 및 전시를 통해 느낄 수

방과후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 환경보호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있었다. 4, 5, 6학년은 서천 국립 생태원에서 5대 기후대관과 에코리움을 관람

포스터는 지구가 아파하는 모습,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 물이 오염되어 있

하였다. 세계의 주요 기후대별 생태계를 살펴보고 식물과 동물도 관람할 수 있

는 모습 등 다양하게 제작되어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주

었다. 체험학습으로 생태계에 대한 흥미와 생태보존의식을 높이고 자연과 함께

었다. 제작한 포스터는 학교 곳곳에 붙여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

살아가야 할 우리를 실감하게 되었다.

도록 하였다. 포스터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
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환경오염의 상황과 환경보
호가 필요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유네스코 모금활동
어린이날 행사와 각 학급을 통해 유네스코 모금 할동을 하였다. 어린이날 행사
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모여 활동이 이루어졌다. 활동하는 장소 2곳에

환경학교

모금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금을 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된 학교-민간연계 환경학교에 참여하였다.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학급에는 6월부터 모금할 수 있도록 저금통을 마련하였

이를 통해 여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주제

다.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전교생이 자유롭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는 ‘조상들의 친환경적인 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다. 조상들의 친환경적인

이와 같은 모금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라도 큰 도움이

생활을 살펴보며 조상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환경을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모금으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되었다.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했는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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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소통하였다. 소통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효과로 인하여 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화되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시민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관없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활동을 하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이 우리 모두

는 것이 필요하다.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이

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알고 관심을 가지는 것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2행시, 비유표현 만들

으로도 더 훌륭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기 등의 캠페인을 준비하여 소통하면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웠다.

SNS를 이용하여 홍보한다면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환경 보호를 실제로 실천해

더 멀리까지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보면서 앞으로 작은 것부터라도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하는 마음을 얻었다. 또
한 환경보호는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쓰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않는 불끄기,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 많았다. 앞으로 조금씩 실천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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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직접 실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하면서 생각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갔다.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에도 재활용을

우리들의 작은 깨달음과 변화, 실천이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큰 영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줍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누

향을 주고,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

구보다 솔선수범하여 나서게 되는 변화도 일어났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참여한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

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 더 큰 변화로 바뀔 것

이렇게 성공적인 점도 있지만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학교의 일정 및 학생들 개인

이라고 느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환경에 대해 배우고, 작은 환경보호 활

의 일정으로 인하여 방과후에 모이기가 어려워 계획했던 활동들을 하지 못한 것

동들을 실천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들을 해왔다.

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 누구나 쉴 수 있고 시간도 충분한 점심시간을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환경에 대해 알아가고, 환경보호를 위한 다짐을 하고 눈

이용하여 활동을 하였다. 점심시간 30분의 시간은 우리가 학교 앞에 나가 환경정

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얻는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

화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한 우리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본 많은 친구들과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실천
으로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세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시민으로서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이 꾸준히 되어야 할 것 같다. 활동이 꾸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준히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젝트가 반 정도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꾸준히 이루어졌을 때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포스터를 활용하였다. 포스터를

우리 학교의 많은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학교에 알려주었다. 또한 지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큰 환경오염을 만들어 내듯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우리

역사회와의 소통방법으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직접 쓰레기를 주우면서 지

의 작은 행동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역의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실천을 보여주고, 실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밥이다.”
밥이 맛있고 중요하듯이 청소년 세계시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성초등학교 허지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고리이다.”
세계시민은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연결하여 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성초등학교 염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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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초등학교

잠시 빌린 환경을 보호해요! 에너지를 아껴요!
학교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1번길 55
지도교사
임영신

학생구성원
한서현, 서연수, 정원이, 이정민
박은혜, 엄예진, 김태린, 손유승
최지우, 이서우, 김예지, 윤성민
고은서, 강세아, 신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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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변에 그 심각성을 알린다.

지난 3월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거의 못했다. 최

•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린다.

근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인간

•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홍보한다.

의 편의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	우리의 활동을 보고서로 정리해본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안에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이 프로젝트로 바로 미세먼지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연현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연현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미세먼지를 줄
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사용하지 않는 코드 뽑기,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누르지 않고 기다리기 등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문화가 습관이
되어 큰 나비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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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프로젝트 주제 정하기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방법 실천-부채로 시원한 여름나기

4월 5일, 레인보우 동아리 첫모임으로 우리가 일년 동안 실천할 일이 무엇이 있

6월 7일,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켜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을까 토의하고 주제를 정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가

부채에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는 문구와 그림을 그려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로 생각을 모았다.

시간을 가졌다.

미세먼지 넌 누구니?

에너지 지킴이 활동

5월 10일,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학교

7월 5일, 빈 교실에 불을 끄자는 내용의 전기 절약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학

친구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도록 포스터로 제작하여 1층 현관

교 전 교실에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에 전시하고 대처 방법 등을 홍보하였다.

우리 고유문화인 송편 만들기
환경의 날-환경의 소중함 알리기 캠페인

9월 20일,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일곱 가지 주제 중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연현초등학교 3학년 4반 학생들의 ‘지구환경을

지역고유문화 체험으로 송편 만들기를 하였다.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의미

소중히 여기자’라는 주제로 그린 포스터와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한 미세먼지를

있게 보내기 위해 동아리 친구들이 맛있는 송편을 직접 빚어보고 쪄서 익혀 보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는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EM으로 지구환경을 사랑해요.
10월 18일, 환경에 도움을 주는 EM 활성액을 전교실에 나누어 주고 교실 청소
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합성 세제를 줄이고 EM으로
설거지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실천 방법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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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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 정신, 환경 보호 등에 관심이 많아졌다.

게 해야 할까요?

•	에너지를 전보다 더 아끼게 되었고, 환경도 보호하게 되었다.

•	인스타, 유투브, 페이스북 등에 우리의 활동을 올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

•	물도 더 아껴 쓰고 지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종이도 아껴 쓰게
되었다.

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할 것이다
•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

•	에너지를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라 몸으로 실천해야겠다.

•	에너지 절약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	캠페인을 많이 한다.

•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실천하기 위해 많이

•	친구들이 양치할 때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컵을 사용하라고 말해줘야겠다.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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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	다른 지역 학생들과 같이 하고 싶다.

•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
에 가까워진 것 같다.

•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한다.
•	프로젝트 캠페인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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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든 EM을 집으로 가져가 엄마께서 청소할 때 사용하였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다. 전보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다.

•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서 활동을 해서 아쉬었다. 앞으로는 월 2회 진행하였으면

•	레인보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환경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
겼다.

좋겠다.
•	EM 용액을 담을 때 냄새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냄새는 환기시키면 된다.

•	아무도 없는 방에는 불을 모두 끄고,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도 주웠다.

•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

•	집에서 세제 대신에 EM 용액을 잘 사용하고 있다.

•	처음 주제를 정할 때 너무 범위가 커서 힘들었다.

•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락스 대신에 EM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더 많은 레인보우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더 기간을 늘려 주세요.
•	우리 모두 지구 환경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	유네스코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시작이다.”
절약을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현초등학교 한서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하나이다.”
지구도 하나이고 우리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현초등학교 신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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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초등학교

세상을 바꾸는 어린이
학교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로 26번길 7
지도교사
심주영, 유현주

학생구성원
강지현, 김서현, 엄시정, 박유정
김은비, 권민지, 김경민, 김민지
고안나, 김우주, 이채영, 정소진

협력파트너 : 국가환경교육센터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시는 공해도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시의 특성상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도시의 곳곳에 산재해 있다.

•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편견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는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한다.
•	초등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알아보고 행동하는 그린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	멀쩡하지만 안 쓰고 방치되어 잠자고 있는 내 주변의 물건들에 새로운

•	금전적인 기부도 좋지만 실제 초등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을

희망을 불어 넣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지저

생각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행동하는 기부의 초석을 마

분한 서랍과 주변을 정리하고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며 세

련하고자 한다.

상의 친구들과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학교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 호수인 선암호수 주변의 탐사활동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녹색성장 인식을 새롭게 일깨우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맹점이 될 수도 있는 불공정 거래 무역, 세계 시장
에서의 불법아동노동 착취 등을 알고 착한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세
계시민적 자질을 심어주고자 한다.

•	세상의 빛이 덜 닿는 곳까지 희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프로젝트 실
천에 동참하겠다.
•	유네스코 프로젝트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유네스코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변화에 스스로 앞장서도록 하겠다.
•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
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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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파견교사 교류 동화책 및 학용품 기부 프로젝트

하여 결혼 이주민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적인 다문화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4월 17일~5월 8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학용

있도록 하였다.

품을 모으고,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탄자니아 친구들을 위한 동화책 기부 프로
젝트를 운영하였다. 기부된 동화책과 학용품은 탄자니아 파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께 발송하였다.

희망가방 만들기 프로젝트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5월 15일~6월 2일까지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굿네
이버스에서 제공하는 희망가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지구촌의 다양
한 문제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개
발국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해하며 가방을 통하여 희망을 전달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나눔 실천 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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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써 지구촌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방기부 프로젝트 ‘반갑다 친구야’
4월 17~28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방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깨끗하
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가방이나 장난감이 제 3세계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총 6박스가 수집
되었으며 NGO 단체인 ‘반갑다 친구야’에 기부하였다.

공정무역 바로 알기 프로젝트
5월 22일~6월 3일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실
시하였다.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무역을 하자
는 공정무역의 의미에 대하여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은 공정무역 관련 도서를 읽고 공정무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
고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유네스코 DREAM 드림 희망 나눔 캠페인 활
동과 함께 공정무역, 어린이들의 노동 실태, 어린이의 권리에 관하여 캠페인 활
동을 하였다.

다문화 체험 교육
5월 2일, 5월 16일, 6월 2일, 6월 12일, 6월 19일 총 5회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
로 다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산 시청 및 각종 다문화거점센터를 활용

유네스코 DREAM 드림 희망 나눔 캠페인
6월 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DREAM 드림 캠페인 및 용연나눔장터가
열렸다. 나눔 가족의 판매 수익금과 용연초 학부모들이 운영한 먹거리 장터 수
익금 819,850원은 ‘세상을 바꾸는 어린이’사업과 연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에 전액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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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세계 빈곤 퇴치의 날’ 연계 유네스코학교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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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에 맞추어 유네스코학교의 날을 운영하였다. 유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네스코 협동학교 소개영상 및 세계 빈곤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환

들을 살펴보면서 환경, 인권, 지속 가능한 개발, 세계평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경, 세계 평화, 인권, 다문화, 경제정의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탄자니아에 파견교사의 탄자니아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내가 무엇을 당장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들으며 탄자니아의 생활모습에 대하여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되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외에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세상을 바꾸는 어린이’ 활동을 통하여 진

이르기까지 함께 느끼고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계 속에 내가 존재

행하였던 활동들을 되짚어 보며 보람을 느꼈으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도움을

발판을 마련하였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빈곤, 가난, 인권, 다문화, 경제 정의, 세계 평화, 환경 등의 문제가 우리와 별개
의 것이 아닌 우리와 이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기부를 통하여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서 좋았으며 이런 기부 프로젝트를 몇 번 실제로 실천해보고 나니 기부라는
것이 어렵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
용을 통하여 환경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덜 닿는 곳에 나의 작
은 기부가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기쁨을 느꼈다.

지역호수(선암호수) 탐사를 통한
자연 공존 역량 기르기 프로젝트 운영(연중)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에 유네스코 동아리가 선
정되어 지역호수인 선암호수의 생태계를 탐사하고 선암호수의 중요성과 아름다
움에 대하여 인식하였으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선암호수
탐사활동, 환경 독서 토론, 학교 텃밭 가꾸기, 학교 나무 지도 만들기, 재활용품
만들기, 선암호수사랑 시화전, 울산 기후환경 네트워크 연계 환경 특강 등 다양
한 활동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행동하는 그린리더 양성의 기초
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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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로 알 수 있었고, 부모님께도 배운 내용을 알려드리고 우리 가족부터 실천하자

기부의 활성화 및 시스템화를 목표로 2년 연속 유사한 활동을 진행한 결과 기부

는 다짐을 하였다. 이 외에도 선암 호수 공원을 탐사하면서 선암 호수 공원의

가 쓸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깨끗한 물건을 양보하는 마음, 선물하는 마음으로 기

아름다움이 대하여 새로이 알게 되었으며 선암 호수를 잘 보전해야겠다는 생각

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 기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

을 하였다.

다. 단순한 1회성의 행사가 아닌 매년 지속적인 운영으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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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홍보하였으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학교에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유네스코 활동을 홍보하였다. 각

• 유네스코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자료가 많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종 NGO 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

•	유네스코 관련 전문강사가 파견되어 실제적인 강의를 해 준다면 보다 유익한

회의 협조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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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연계한 환경 특강을 통하여 낭비되는 물에 대하여 생
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

시간이 될 듯하다.
• 지역사회의 협조가 있다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청소도구이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우리 힘으로 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연초등학교 강지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마음의 의사이다.”
세상의 아픈 곳을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연초등학교 김서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혼자 앞서 간다면 외로울 것이고 함께 갈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용연초등학교 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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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초등학교

행복한 마을, 우리 함께 만들기
학교주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319
지도교사
조윤주, 이수연

학생구성원
모수빈, 강성범, 홍지원, 김예린
김연서, 김예슬, 박정선, 김시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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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1학교 1국가 평화의 메시지 보내기(본교-아일랜드 매칭)

우리 지역(횡성군)은 산촌지역이고 다문화 가정이 매우 많아 한국 및 지역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다. 더불어 요즘 심각해지는 환
경문제에 공감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환경교육이 절실하며, 세계인과

배려하며 차별이 아닌 차이 알기(다문화이해교육)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분리수거하기 등(교내상시활동)

함께 살면서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세계시민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며 고민하
고, 그 속에서 해결해보고자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립
되고, 자신감도 생기며 함께 배려하면서 얻는 소중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행
복해지면 좋겠다. 결국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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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 음식, 놀이 등 홍보하기(호주자매결연학교)
지역축제 참가 및 홍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허그축제 등

세계시민교육(몽골편)

다문화 이해 교육

대상 : 5~6학년 학생

대상 : 전교생

어떻게 : 몽골에 파견을 다녀온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몽골 역사 및 지리 환경

어떻게 :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및 캄보디아의 문화를 알고 다문화가정 친구들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을 잘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동아리

코이카(Koica) 전시관 방문

대상 : 5~6학년 학생

대상 : 5~6학년

어떻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마련한 1,000명 허그

어떻게 : 코이카(Koica) 영월체험관을 방문하여 각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올림픽에 대한 관심 및 참가 의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보고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사물놀이 동아리팀 공연

코이카(Koica) 체험관 방문

대상 : 사물놀이 동아리

대상 : 5~6학년

어떻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부대공연에서 본교 사물놀이 동아

어떻게 :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알아보고 쿠바의 전통바구니 만들어 보며 유

리팀이 특별공연을 하였다.

래와 사용 및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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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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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학교 플래카드 항시 설치를 통해 주민 및 통학하는 다른 학생들(인근 중학
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	지구촌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여 멀게 느껴질 수

•	가정통신문 및 관내 교육청에 홍보하였다.

도 있는 개념이지만 실재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을

•	SNS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알게 되었다.

•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갖도록 교과 및 창체시간을 활용하여 지도 및 수업을
하였다.

•	지구촌의 대표되는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	학교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

•	지구촌 사람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	지구촌 현안 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참가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하였다.
(즉 모든 교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학기 초 협의시간을 통해 안내하였다.)

노력하였다.
•	세계 여러 곳의 사람들이 다양한 면에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상황, 민족, 종교 등의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게 되었다.
•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한 과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	생각과 의견이 다른 주변 사람과도 협동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
을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표현하게 되었다.

•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했을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 이유는 내용이 지루하거나 일방적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강사파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업무 담당교사로서 외부강사를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	어떠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다면적으로 사고하며, 주
어진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안목을 가지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

초빙할 경우 현재 상당히 망설여지게 되었다.
→사
 실 외부강사보다는 타 지역 교사를 초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면
아이들의 성향을 알고, 실질적인 내용을 투입하고 알맞은 교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단하였다.
•	친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의 견해를 재구축하여 합의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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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었다.
•	우리 지역, 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특히 지역축제에 대해 알게 된 점
이 많았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현재 유네스코에서 학교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계속 유지 발

•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협 동하고 소통하는 마음이 생겼고 지역민으로서 끈
끈한 정도 생겼다.

전시켜 주시길 바란다.
•	작은 학교의 경우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마련되어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6학급 및 이하의 학교에 대해 지원을 더 해주시면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하겠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우리 모두이다.”
세계시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천초등학교 강성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조화이다.”
지구촌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천초등학교 박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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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당산초등학교

서부간선천에서 놀자!!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22
지도교사
최은미

학생구성원
김민준, 김예원, 남지수, 안수인, 한우리, 공규연
윤준혁, 오주은, 이태영, 전수연, 오미현, 윤나영
조남희, 김찬비, 양서원, 정연수, 강민규, 김혜림
전민서, 김유진, 조수빈, 최은영, 선우다름
변지우, 다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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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간선천의 환경 되살리기 : EM 흙공 제작

우리 학교 근처에는 서부간선도로 옆 서부간선천이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

•	서부간선천 지키기 : 환경 정화 활동

자 그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폐 농기구 및 비닐 등 쓰레기가 즐비하게 늘어

• 서부간선천 홍보 : 캠페인 활동

서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우리 동네의 하천을 청계천에 버금갈 수 있
도록 깨끗하고 멋있게 정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서부간선천이 깨끗해
져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좋겠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운동로이며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한 서부
간선천의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까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등교하면서 서부간선천의 환경
을 보호하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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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UNESCO 세계 시민교육, 생명존중 교육
4월 17일 교실에서 유네스코 동아리의 형태와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에 대해 고민해보았으
며 학생들과 더불어 세계시
민교육의 의미에 대해 되새
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의 날 캠페인 활동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캠페인 활동을 실시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장애를 가
진 학생의 학교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사랑 캠페인 활동
6월 15일 친구사랑을 독려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세계시민으로서 친
구사랑 및 가족사랑을 실천해야 더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자
질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EM 흙공 만들기 활동
4월 22일 교실에 모여 EM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EM 흙공을 만들어 서부간선
천에 뿌리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서부간선천 환경정화 활동
7월 8일 Clean Up Day! 활동의 일환으로 서부간선천으로 나가 서부간선천 주
변을 청소하였으며 학생들 모두 열심히 활동하였고 서부간선천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 하는 시간이 되었다.

EM 흙공 던지기 활동
5월 17일 봉사활동 안전교육 후 EM 흙공을 서부간선천에 가서 던지는 활동을
했다. 서부간선천에 퐁당 빠져서 천을 깨끗하게 정화할 흙공을 응원하며 학생들
모두 뿌듯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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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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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세계 시민의식을 기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르고 친구사랑 및 나라사랑 실천을 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을 외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하는

하지 않도록 학생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것 같았다.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느낀 이야기들
을 개인적으로 와서 해줄 때도 있었고, 서부간선천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하자
고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도 생겼다. 모두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서부간선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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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일단,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가 놀라웠고, 학생들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실천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된 점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서부간선
천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면 지나가시는 어른들이 우리 팀을 보고 ‘아
유 착하다~’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은 더욱 반짝거렸던 시
간이었다.

행복나눔 쿠키만들어 기부하기
9월 23일 행복나눔 쿠키를
만들어 인근 어르신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불어 노인회관 옆에 있는 서

게 해야 할까요?

부간선천을 깨끗하게 사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일단 학생들을 봉사동아리 형식으로 조직하였고, 학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

생들의 봉사시간을 생활기록부에 등재하기 위해 내부 계획을 세워 활동을 진행

렸다. 함께 활동한 학생들

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에 계획서와 함께 공문을 보내 지역사회 봉사활동

모두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

을 인정받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며 즐겁게 활동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Clean Up Day! 운영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0월 14일 동양동 버스 정류장 및 학교 주변과 서부간선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을 실시하였다. 우리 동네가 밝고 맑아진 것 같다며 기분 좋아하는 학생들을 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4~11월까지 진행하였는데, 11월에 서부간선천에 가려니 물

며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은 줄었고, 날씨가 너무 추웠다. 그리고 EM 흙공 만들기 활동에는 많은 학생이 참
여하였지만, 흙공을 물에 던지기 전에 2~3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엄
청난 냄새를 감당해야 했으며, 물에 던지려고 서부간선천에 갔을 때는 물의 양이
많이 줄어있어 상반기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감동이 줄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즐거웠다. 학생들도 자신의 지역을 위해 무언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기쁨을 만끽했다. 봉사 동아리 형태로 조직한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이
었기에 학생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활동했던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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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가꾸어 자란 마을
학교주소
경기도 평택시 만세로1886
지도교사
이지현, 김난희

학생구성원
박서진, 박수아, 이신비, 최윤서, 신서원, 신은진, 이하경, 반민지
박종민, 전예영, 김동현, 문준혁, 이도경, 조용진, 고승희, 이수인
강연진, 하수정, 김지호, 백성현, 조효빈, 유하은, 차성윤, 이서영
전현아, 이주한, 이원영, 이채원, 박시은, 김주원, 노윤서, 박성현
백은서, 이예인, 오수빈, 신민진, 오연지, 황서현, 이다은

협력파트너 : 대한적십자사, 합정종합복지관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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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하기로

있나요?

하였다.

우리 동아리는 내가 사는 곳이 아름다운 곳, 살기 좋은 곳, 마음이 따뜻한 곳
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아리가 가장 관심을 두었던 것은 ‘우리 지역의 환경’과 ‘사랑’이었다. 이러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의 태풍을 예고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실천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였을 때 평소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하는 일은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스스로 방법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동아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 프로

해 나 스스로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

젝트의 시작은 어렵지 않았다.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활
동을 찾아 직접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
였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뿌듯함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라 확신하였다.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애정이 되고 그 애정이 내가 사는 곳을 즐겁고 행
복한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사는 곳에 대
한 관심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작은 행동하나
가 우리 지역을 깨끗한 곳, 편안한 곳, 이웃 간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
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여 우리 동아리에서
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부터 이웃과 우리지역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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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 행동하는 생각은 큰 힘을 가진다

환경과 우리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좋은 경험으로 관심이 사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투표 격려 캠페인

랑이 된다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

•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으로서 투표의 중요성을 이

다. 또 우리의 생각이 좋은 영향을 준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해하고 투표를 통해 사회를 바꿔가는 의식 있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 지역
을 사랑하고 우리와 주위의 환경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동을 진행하였다.
•	동아리 학생들이 투표를 격려하는 캠페인 문구와 메시지를 직접 책갈피로 제
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학생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고, 참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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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투표소를 찾는 효과가 있었던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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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아리에서는 처음부터 변화를 위해 활동을 한다는 목적을 위한 활동보
다는 하나하나의 활동이 즐겁고 보람있기를 기대하였다. 과정이 즐겁고 행복
하다면 그 과정이 쌓여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동아리의 실천약속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였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간다면 작은 실천이 우리 학
교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의 실천은 우리 동네의 실천
이 되는 눈덩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동아리의 활동을 진행
했다.
결국, 우리 동네의 변화는 우리 지역의 변화를 더 나아가 지구의 변화를 만들
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나의 작은 실천이 세계시
민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

‘우리가 만드는 좋은 학교’ 약물 중독 예방 캠페인

에 우리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것이 내가 사는 주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되어

•	우리 학교는 ‘더 건강한 학교’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개교 이래 꾸준히 금연, 약

환경이 깨끗해지고 자연이 살아 있어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물 중독 예방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과 지역 주민
에게 약물 중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각 가정에서 흡연하는 어른들에게 학생들이 금연을 권유하는 일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알뜰 나눔 자선 바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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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과 환경의 재발견
자원 재활용을 위한 알뜰 나눔 자선 바자회 운영
•	알뜰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자원의 재사용을 통한 낭비를 막고 자원 활용의
선순환을 경험하여 물건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어 즐겁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	바자회를 통해 얻게 된 수익금의 일부를 자선 기부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
여 자발적이고 즐겁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선 기부 캠페인 및 기부금 모금 활동
동아리 학생들이 기부를 독려하는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캠
페인을 통해 기부 활동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생태텃밭에서 수확한 채소 나누기
•	수확한 채소들은 급식시간에 전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배식하여 나눔하였다.
•	여러 번의 수확이 가능한 쌈채소의 특징을 활용하여 활용가능한 시기까지 길

‘자란유네스코학교 배지’ 디자인하여 함께 나누기
•	기부에 참여한 전교 학생들에게 동아리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자란유네스
코학교 배지’를 핀버튼으로 제작하여 나누어 주어 우리학교가 유네스코학교
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	직접 제작한 배지를 통해 유네스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네스코학교 이념
과 가치를 전교생에게 알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우리 학교 생태텃밭 가꾸기
•	‘우리학교 깨끗하게 가꾸기 프로젝트’, 교내 원예체험동아리(1~2학년으로 구
성)와 연계하여 학교 내 생태 텃밭을 조성하고 쌈채소를 심어 가꾸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다양한 쌈채소의 모종을 심고 학생 책임제로 관리하여 단순히 일회성 텃밭
경험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식물의 생태를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 가
능성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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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였다.
•	학생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직접 배식하는 활동을 통해 평소 채소를 싫어하
는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채소를 즐기는 학생이 많았다.

우리지역의 시장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 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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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대표 재래시장인 통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	평택시청과 시장상인회의 지원을 받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 시장체험을
통해 건전한 소비의 선순환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재래시장의 새로운 변화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 안과 밖의 여러 사람을 만나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어서
봉사활동을 더 쉽게 느끼고 열심히 하게 되었다. 또 배려하는 마음과 세상에 어
려운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나의 주위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이것이 세계시민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마다 가족들, 친구들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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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인지 1년 동안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세계시민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을 많
이 배울 수 있었고 나보다 다른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나 자체가 세계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였다는 생각도 하
게 되었다. 나 혼자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 같다.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웃으면서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좋
은 일을 하면서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내가 하는 작은 활동으로
주변이 함께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작은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쓰레기를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프로젝
트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내가 먼저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함께 쓰레기를 줍는 등 나의 주변을 더 둘러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에는 분리
수거는 집에서 엄마가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을 생각
하여 나 스스로 분리수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보다 훨씬 잘하게 되었
다. 우리의 이런 행동에 부모님이 함께 해 주시며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을 하고 나서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할 때 기부, 봉사,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	생태텃밭은 봄~여름에 쌈채소를 경작했던 곳이다. 쌈채소를 정리하여 가을

많이 하게 된 것이 큰 변화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기부활동에 더

~겨울에는 배추를 경작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정기후원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 더 많

•	김장철을 맞이하여 수확한 배추를 활용하여 김장을 담기로 하였다.

은 관심이 생겨 가족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	담은 김치는 학교 주변 종합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이며 기부된 김치는 종합복

있다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관과 협력하여 무료급식에 활용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여러 학교와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이때 다니는 학교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좋은 활동을 알리는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효과적
으로 알릴 수 있었다. 우리 활동의 좋은 뜻을 넓게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끄러움을 견뎌내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
다. 생각만으로 학교 밖 사람들과 소통할 수는 없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경험을 하였다. 좋은 프로젝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
여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 방법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체와 학교의 수를 늘려 서로 교류하여 좋은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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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 서로의 학교에

•	모든 활동이 힘들었지만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인

서 하는 활동들을 자랑도 하고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면 우리 프로젝트가 가

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었다. 끝까지 완수하고 나면 보람이 더 컸다.
•	활동을 구성할 때 학생들에게 즐거움이 중심인 활동보다는 이 활동의 의미와

진 좋은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역의 어른들과 다

가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활동에 임했던 것이 학생들이 힘든 활동에도 지치거

른 단체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학교 안에서 할 수 없었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여러 학년

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

(4~6학년)을 포함하는 동아리 구성으로 선·후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활동
을 구성한 것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선배학생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들이 동생들을 잘 도와주고 동생들은 선배들을 잘 따르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활동마다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성공적이었던 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들을 전교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모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좋았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이 프로젝트가 더 많이 확대되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
았으면 좋겠다.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한 ‘자란유네스코배지’를 전교생이 아주 좋아해주고 가

보람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방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이 좀 더 편리해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더 많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웠던 일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시간

•	처음 캠페인 활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부끄럽

이 충분하게 주어져 우리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다.

고 쑥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어려웠던 프로

앞으로 세계시민 유네스코에 관련된 많은 활동과 행사들이 있으면 좋겠다.

젝트도 극복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놀이공원이다.”
여러 가지 좋은 이념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란초등학교 노윤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구름판이다.”
한층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든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자란초등학교 신은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마음 속 한 구석이다.”
항상 마음 속 한 구석에 남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란초등학교 전예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우유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전달하여 소통하는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란초등학교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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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일초등학교

Colorful U&I
학교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14길 5-20
지도교사
김주성

학생구성원
박예나, 김지윤, 김현빈, 서지완
김수현, 곽재후, 변제희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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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측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활동

있나요?

을 동아리에서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학교 전체로 확대할 수 있으

이 프로젝트는 문화와 환경 두 가지를 큰 주제로 잡았다. 우선 문화 측면에

면 좋겠다.

서 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고, 문화유산을 왜 소중히 여겨야 하
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갈수록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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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

Colorful U&I 동아리에서는, 작년 프로젝트인 문화유산 알아보기 활동의 범위를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세계로 확장하여 진행할 것이다. 이번 1년 동안 동아리 시간에, 미술실에서, 우리

환경 측면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지역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유산을

를 다룰 것이다. 일회용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나무들로 인해 숲이 점점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연말에 유네스

없어져 가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

코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문화유

해 몽골과 중국의 사막화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매

산 그리고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

년 우리나라에 황사가 심해지고 있고, 이는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으며, 작품 전시를 통해 다른 친구들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고 문화유산의 소중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사

환경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아보고, 일회용품 재활용 방안을 찾아보며, 일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측면에서는 친구들과 지역 사회의 주민 여러분이

용해 보는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선생님, 학교 친구들과 함께

문화유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

하고자 한다.

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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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친환경 텀블러 만들기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팝업북 만들기

2017년 6월, 동아리 친구들과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환경에 일어나는 피해를

2017년 9월, 세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번 활동에

살펴보았다.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지구에서 해마다 많은 나무들이 없어

서는 인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타지마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1983년 등재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여러 지역의 사막화,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된 문화유산으로 완벽한 대

등 많은 문제점이 생김을 알게 되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칭이 특징이라고 한다. 미술

것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다. 첫 번째로 친환경 텀블러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실에서 팝업북을 만드는데

하였다. 미술실에서 친환경 텀블러에 그림을 그려 넣어 나만의 텀블러를 만드는

완전히 대칭으로 만들기가

활동을 하였다. 만든 텀블러는 학교 음수대에서 물을 마실 때 일회용 컵 대신에

힘들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사용하였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완벽하게 대칭으로 이런 건
물을 만들었는지 신기했다.

세계문화유산 ‘파르테논 신전’ 팝업북 만들기
2017년 9월, 세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그리스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 알아보았다. 파르테논 신전이 그리스의
상징적인 건물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유네스코 엠블럼이 파르테논 신전인 것을
알게 되었다. 미술실에서 파르테논 신전 팝업북을 만들며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친환경 에코백 만들기
2017년 7월, 일회용품 줄이기 두 번째 활동으로 동아리 친구들과 에코백을 만들
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미술실에서 에코백에 페브릭 마커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
려 넣어 나만의 에코백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들고 다니
거나 할 때 일회용 봉투를 많이 이용했는데 에코백을 만들어서 사용하니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임으로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 여
러 가지로 좋았다. 집에서 장보러 다닐 때도 에코백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세계문화유산 ‘세인트폴 대성당’ 입체모형 만들기
2017년 10월, 세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영국 런던에 위치
한 세인트폴 대성당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계에서 2번째로 거대한 성당이라는

한국의 문화유산 ‘종묘’ 팝업북 만들기

점과 전쟁 중 폭격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아 영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2017년 8월,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번 활동에서는 서울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술실에서 세인트 폴 대성당 입체모형을 만들며

에 위치한 종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종묘에서 제사
를 모실 때 쓰는 음악인 종묘제례악 역시 2001년, 한국 무형문화재 중 최초로
세계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되
었다고 한다. 미술실에서 종
묘제례악을 듣고, 종묘 팝업
북을 만들면서 새삼 조상들
의 대단함을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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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에는 환경에 관한 주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전에는 환경보호를 해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조사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이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굉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

장히 많았다. 이런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된 것 같

용이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

다.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이 환경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며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었다. 2학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계문화유산 팝업북 및 모

•	세계문화유산 작품을 만들다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아는 것보다 작품의

형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완성도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작품의 완성도를 따지기 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어느 나라에 어떤 문화유산

지금 만들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

이 있는지, 또 각 문화유산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1년간 환경과 문화

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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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유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가지게 되었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에서

학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 제품을 사용하는 활동을 통해

그칠게 아니라 계속하여야 하고,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

재사용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이 생기고, 가족들에게 집에서도 재사용 제품을 사

고 생각된다. 또한 더 많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용하자고 하였다. 집에서도 재사용 제품을 사용하는 변화가 많이 생겼다. 또한

전시회나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경보호 방법과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적극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미미한 영향이겠지만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것이

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야겠다.

자연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만든 친환경 제품과 세계문화유산 작품 전시회를 열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지역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일회
용품 줄이기 홍보와 세계문화유산 알리기를 같이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
젝트를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기쁨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세계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형일초등학교 박예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즐거움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형일초등학교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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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생태지도로 지키는 수달의 삶 자리
단양중학교·지역의 문제, 지역으로 푼다
대룡중학교·우리는 세계시민!
보성여자중학교·함께 사는 세상
봉곡중학교·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부산국제중학교·미래를 바꾸는 나, 현재를 가꾸는 우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씨앗이 숲이 되는 그날까지
송면중학교·솔맹이들이 만들어 가는 푸른 마을
시흥은행중학교·Let’s Live Together
신선중학교·텃밭가꾸기를 통한 버려진 운동장 살리기
신수중학교·“우리”의 기억으로 관계 맺기
심천중학교·Eco project
여수삼일중학교·버섯은 우리생활과 환경에 어떤 영양을 미칠까?
영훈국제중학교·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월촌중학교·세계를 향한 한 걸음!
저청중학교·세상을 보는 눈, 지역사회 세대간 소통하기
진건중학교·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좋은 친구가 되자!
청구중학교·청구중 인성교육 프로젝트 PRIDE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창출
태광중학교·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가꾸기
한솔중학교·Butterfly Effect(나비효과)
함창중학교·함창 청소년 도슨트 101
해미중학교·해미미래문화유산 프로젝트

변화가
나의

세상의변화를
만든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생태지도로 지키는 수달의 삶 자리
학교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 29번길 63
지도교사
지영진

학생구성원
권미주, 김미래, 김한별, 박민경
강유민, 진현정, 박아영

협력파트너 : 진주시청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남강은 진주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며, 진주는 용수, 전기, 축제, 관광, 환경
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남강에 의존하고 있다. 남강은 우리 지역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사람들의 삶은 남강이
제공하는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풍부해 지고 있다. 그러나 남강은 항상
생태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강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위협요소로는
• 생활하수나 공장폐수의 무단 유입에 의한 COD의 증가
• 진양호 상류지역의 산업 활동에 따른 폐수 유입 증가
• 외래종(베스, 블루길, 뉴트리아 등)의 유입
• 토종 생물의 멸종 및 종 다양성의 감소
• 수중보와 공원설치 등에 따른 인공하천화 등이 있다.
특히 남강 수계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1982년)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2005년)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수달이 살고 있으며, 진양호는

생태계보호 활동은 학교교육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며 교육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천 생

현장에 스며든 입시와 성과위주의 학습기조는 학생들의 건전한 지적, 정의적 성장

태계의 최상층에 자리잡은 수달의 삶의 자리를 잘 보호하는 것은 수달에 대

을 방해하고 단면적인 능력의 향상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생태계 보

한 보호와 함께 남강 생물계 전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호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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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능력 향상

남강의 전체 구간 분류 및 조사계획 수립

•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향상

진주시를 흐르는 남강 전체 구간을 조망할 수 있는 망진산 봉수대에 올라 전체

•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정리하는 능력 향상

구간을 분류하고 조사포인트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향 육성

를 설정하고 조사계획을 확정

지역사회의 시각에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하는 모습은 청소년에

하였다. 학생들은 진주시 남강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주며, 그들이 가진 책임감에 대해 재평가하는 시작점이 될

전체를 조망하고 지역사회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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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진주시청 방문

‘생태지도로 지키는 수달의 삶 자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환경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강

이 가지는 가치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일상적으

화하기 위해 진주시청을 방문

로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 남강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가 얼마나 큰

하였다. 학생들이 계획하고 있

지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인식에, 생태적 가치에 대해 긍정하는 쪽으

는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에

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싶었다.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해 협조를 구하였다.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고 싶으며,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
역사회의 주체들과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능력 향상을 통

유네스코 세계시민 관련 주요 주제 탐색

해 세계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싶었다.

유네스코 신문 3회분에 대해

이를 위해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기사를 검토하고 다른 유네스

① 이론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자.

코 동아리들이 세계시민 프로

②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계획하자.

젝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

③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을 생활에서 실천하자 라는 원칙을 세우고 1

했으며, 어떤 결과물을 내었는

년간 활동해 오고 있다.

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가좌천 합류지점 생태조사
1회차 야외 조사로 남강과 지류하천인 가좌천 합류지점의 생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낚싯대와 포획망을 이용하
여 수중동물, 수변식물 및 수
중식물, 기타 곤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좌천 합류지점 수질조사
가좌천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남강과 가좌천의 수질을 비교 조사하였다. 각각
COD와 총 질소량을 조사하였
으며, 대체로 수질은 깨끗하였
으나 가좌천의 총질소량은 상
당히 높았으며, 지류하천의 오
염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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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불천 합류지점 생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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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차 야외 조사로 남강과 지류하천인 나불천 합류지점의 생태조사를 실시하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다. 낚시대와 포획망을 이용하

처음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실감이 가지 않았고, 내가 할 일이라고 느

여 수중동물, 수변식물 및 수

낄 수가 없었다. 여러 차례 실제 야외조사를 나가고, 생태조사와 수질조사를 실

중식물, 기타 곤충 등에 대해

시하면서 남강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게 되었다.

조사를 실시하였다. 근처에 출

특히 생각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남강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현한다는 수달에 대해 탐문하

알게 되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함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였다.

활동을 같이한 친구들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다. 생태조사를 통해 전에 보지 못
한 생물들을 발견하고 그 생태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전에 알지 못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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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미를 느낄 수 있었다. 여학생들이라 야외활동을 귀찮아하고 힘들어 했지만, 조

생태계 교란종 잡기
나불천과 남강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종 잡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주
요 대상은 베스, 블루길, 황소

사활동에서 얻는 재미가 그런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마지막 활동에는 약간 아
쉬운 느낌도 들었다.

개구리, 뉴트리아 등이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연구과정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낚시대를 이용하여 다수의 블

것이다. 전에 몰랐던 사실에 대해 연구하고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스스로의

루길을 포획하였다.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공부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나불천 합류지점 수질조사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나불천과 남강의 수질을 비교조사 하였다. 각각 COD와 총 질소량을 조사하였

남강에서 수달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남강과 남강댐 지역이

으며, 대체로 수질은 깨끗하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으나, 복개되어 있는 나불천의

위기 야생동물 1급이다. 이런 동물이 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고 다

수질이 비교적 나쁜 것을 확

른 사람들도 잘 몰랐을 것 같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활동방향은 남강이 수달의

인할 수 있었다.

삶의 터전임을 알리고 그 중요성을 홍보하는 쪽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수달과 관련된 남강의 생태지도를 제작하였다. 수
달의 서식지를 표시하고, 환경오염과 종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이다. 또한 이 지도를 축제기간동안 전시하였다. 생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한다.

판문천 합류지점 수질조사
판문천과 남강의 수질을 비교조사 하였다. 각각 COD와 총 질소량을 조사하였
으며, 수질은 모두 양호하였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나, 판문천 쪽이 좀더 부유물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질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

게 해야 할까요?

었다. 수달에 대해 지역주민들

이번 프로젝트는 이전에 해보던 일들과 많이 달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잘 알

에게 탐문하였다.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진주시환경운동연합에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다. 진주환경운동연

남강 생태지도 만들기

합에서 받은 수달에 대한 자료가 이번 조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총 8시간에 걸쳐 남강 생태지도 만들기 행사를 하였다. 구간별로 분류된 남강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우선 생태지도를 널리 알릴

지도를 작성하고, 수질조사 결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 동영상을 YOUtube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과와 생태조사 결과를 반영하
였으며, 수달의 출현 범위를
표시하여 보호해야 할 수변지
역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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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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가장 중요했던 실제 수달은 관찰할 수가 없었다. 일단 수달의 개체수가 너무 작

실제 수달은 보지 못했다. 수달은 야행성이고 서식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

고, 수달은 야행성 동물이라 낮에는 관찰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또한 주로 수

민 중에도 실제로 본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관찰하

달이 출몰하는 지역이 우리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멀어 이동이 불편한 것도 이

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듯

유가 될 수 있다.

하다. 지도할 선생님의 고충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달이 전시되어 있는 동물원에 가보기도 하고, 진

유네스코반 동아리 학생이 아니지만 이번 일을 위해 재료구입이나 그림제작 등

양호 물문화관을 탐방하여 수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도 하였다. 수달의 꿈이라

다양한 부분에서 도와준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는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였다. 직접보지는 못했지만 수달의 생태에 대한 연구

싶다.

는 꽤 많이 한 것 같다. 그래도 수달을 직접보고 싶다는 생각은 남아 있다. 수달
을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새벽 5시 정도를 활동시간으로 잡고 평거동, 신안동 일
대의 강변을 탐색하는 일은 우리 동아리의 숙원으로 남아 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자연인이다.”
세계시민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자연보호와 생물종 보호인 것 같다.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권미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탐구생활이다.”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 탐구하는 과정인 것 같다.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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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중학교

지역의 문제, 지역으로 푼다
학교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9길 12
지도교사
김병두

학생구성원
이관우, 최유정, 위승솔, 전소연, 정현진, 김한솔
전우성, 김현철, 팽건희, 진명수, 김성빈, 우승준
이현규, 조성빈, 전현민, 정승교, 이태희, 서진원
엄주윤, 양다혜, 임동하

협력파트너 : 단양 아로니아 영농조합, 단양 구경시장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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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활동은 지역의 자연 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지역의 자연 환경으로 풀어내는 프

우리 지역 단양은 시멘트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을 만큼 예부터 석회가 많이

로젝트이다. 버려지는 슬러지(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의식을 신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석회수로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건조,

장하고, 지역의 특산물인 아로니아를 활용하여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의

피부노화, 피부탄력저하, 아토피 등의 다양한 피부병이 유발된다. 지도교사인

고유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며, 나아가 활동의 결과물인 성금을 지역 사회에 환원

저 또한 단양 이주 초기에 이러한 문제로 가족들과 고민한 바 있다. 올해는

하는 과정을 통해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동아리학생들과 고민하던 중 단양의 특산물인 아로니아를 활용한
천연비누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피부병들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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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되었고, 인근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아로니아 열매를 착

•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탐구해보자.

즙하고 난 후 남은 슬러지(찌꺼기)를 활용하여 천연비누를 만들어 주민들에

• 우리 지역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탐구해보자.

게 배포하고, 동시에 성금을 모금하여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로 하였다.

•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갖는 장점과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자.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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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2017년 6월 8일
학교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주물럭 비누 반죽에 단양 아로니아 영농조합에
서 협찬받은 아로니아 슬러지를 혼합하여 아로니아 천연 비누를 제작하였다. 총
350여 개의 아로니아 천연 비누를 제작하고 건조과정을 거쳤다.

2017년 6월 16일
약 1주일간 건조시킨 아로니아 천연 비누를 프로젝트명과 학교명 동아리명 등

시장 상인들에게도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보다 많은

을 기재하여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OPP 포장 봉투에 하나씩 정성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자 6월 21일 장날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로

여 포장하였다.

하였다.

2017년 6월 21일
행사 사전에 단양구경시장 상인회의 협조를 구해 6월 21일 장날을 맞아 구경시
장 문화광장에서 아로니아 천연 비누 350여 개를 무료로 배부하였다. 배부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단체의 운영 목적을 담은 리플렛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
를 함께 배부하였다. 일반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
금하였다. 총 64,5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유네스코 드림캠페인에 단양중학교
이름으로 기부를 하였다.

2017년 6월 19일
아이들이 자체 제작한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를 단양 구경시장 일원에 게시하고,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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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생각했던 지역 사회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해보며, 우리 지역이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갖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었다. 장점과 강점을 각각 단점과 약점을

약 1달여간의 시간동안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비누 반죽을 만지

보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애향심, 공동

고, 포장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는 이야기

체의식이 높아졌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웃에 소외받고 고

를 하게 되었다. 직접 오감각으로 체험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책임감

통받는 이웃들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나눔, 배려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다.

또한 신장되어 본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해주었다.
단순한 1회성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랜 기간을 투자하여 아이들의 머리로, 손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으로, 입으로 직접 수행했다는 점이 본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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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선, 친구들이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며 직접 현장에 방문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여 격려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을 알게 됨으로써 향후 비슷한 프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로젝트를 수행할 때 보조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깊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 또한 우리의 프로젝

예산 지원이 다소 아쉬웠다. 지원받은 40만 원의 예산으로 350여 개의 아로니

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네스코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적극 응원을 해

아 비누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원금이 학교별 프로젝트별로 차등 지급되다보니

주시며 차후 다른 프로젝트 진행 시 협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등 지

한계가 있었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아로니아 삼푸, 아로니아 향초 등과

역사회의 유네스코학교 운영 인프라를 더욱 굳건히 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같이 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 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병 질환을 역시 단양지역의 특산물인 아로니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의 믿음과 의지를 더욱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푼다.’라는 본 프로젝트의 취지처럼 단양지역의 석회암지질로 인한 피부

게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다른 학교와는 소통하지 못했고, 다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제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에 본 프
로젝트의 취지를 설명드리자 아로니아 슬러지를 흔쾌히 협찬해주셨고, 단양구경
시장 상인회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프로젝트 운영을 설명드리자 행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일자 조정까지 해주시며 적극 지원해주셨다.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했다면 프로젝트는 성공하
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프로젝트의 홍보 및 안내가 포스터 게시, 구두 홍보 등
의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에 차후 다른 프로젝트를 수
행하게 된다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유네스코이다.”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본래 몰랐던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양중학교 이관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레인보우이다.”
무지개의 다양한 빗깔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양중학교 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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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룡중학교

우리는 세계시민!
학교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65
지도교사
이미선

학생구성원
황윤서, 최민지, 김유림, 황세빈, 주혜림
김정원, 신현화, 최유리, 이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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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알아보기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학교의 관심사는 유엔이 정한 국제 기념일을 가지

•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 갖기

고 전교생과 함께 실천 가능한 것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 양치물 받아서 사용하기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 문화 간 이해, 지속가능발전 등의 가치와 이상을 학생

• 세제 덜 사용하기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함으로써 지구촌시대에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 분리수거 실천하기
• 잔반 남기지 않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다문화친구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 수돗물 아껴쓰기

• 친구나라에 관심 갖고 체험하기

• 국제사회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 갖기
• 보자기장터를 통하여 아나바다운동이 확산되어 물건 아껴쓰기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친구들을 이해하는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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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실시

한마음 합창 페스티벌 참가(7월 12일)

(4월 21일, 5월 15일, 6월 26일, 10월 27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각 나라의 교환 대학생과 통역 대학생이 함께하여 학생들에게 중국, 방글라데

개최를 기원하고 올림픽의 의

시, 베트남, 일본의 문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를 공유하고 합창을 통하여
배려와 화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방문(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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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한국국제협력단(KOICA)/월
드프렌즈 영월교육원에 방문
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자기 장터 실시(5월 19일, 9월 1일)
물건의 소중함을 느끼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

문해의 달 기념 영화관람(9월 25일)

하며 수익금을 유네스코에 기부하였다.

9월 문해의 달을 맞이하여 글
을 읽고 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문해 지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
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룡제 세계시민유형 체험부스 운영(10월 12일)
학교축제에 학생들의 세계시민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부스를 마련하고 체
험하였으며 유네스코가 정한 기념일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이 되기를
다짐하였다.

세계평화교육 올림픽 참가(5월 27~31일)
중국 장춘외고의 방문으로 강
릉에서 열리는 세계평화교육
올림픽에 참가하여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개최와 학생들
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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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올해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세계시민이란 무엇인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게 해야 할까요?

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평화, 인권에 대하여 고민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세계평화 교육 올림픽의 참가를 통하여 중국 장춘외고와 교류할 수 있어서 너

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보자기 장터를 통하여 버려

무 좋은 기회였고 교육 올림픽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평화, 인권에

질 수 있는 물건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여 아끼고 기부하는 문화를 체험하

대하여 소통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다. 중국 장춘외고 학생들과

였으며 합창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서로 화음을 맞추어 배려하고 소통하는 시간

이메일이나 학교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더욱 마련

을 가지며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한국국제협

되었으면 좋겠다.

력단 월드프렌즈 방문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특성과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다른 나라에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른이 되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흥미를 가지고 세계시민의식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그램 계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참여를 이끌어

우리들의 작은 변화로 인해서 친구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에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천한 활동 중 하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인 보자기 장터를 예로 들어보면, 더 이상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그 물건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환경을 아끼며 세계시민의식을 깨달을 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있었다. 또 축제에서 세계시민유형탐색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난민들의 심각성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뿐만 아닌 지역사회와 다른 학교들

을 깨닫거나, 깨달은 점을 엽서에 쓰면서 생각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었던 것 같

과 소통하며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 친구들이 세계시민이 된

다. 또한 문해의 날 기념으로 영화관람을 통하여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얼마나

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보다 쉬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비문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

알았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통해 친구들, 학교, 지역사회 모두 세계시민이 될

는 일을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인지 학기 초보다 더 많은 아이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하는 행사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세계시
민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의사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 상황을 주변에게 알리는 것과
좀 더 나아지게 하려는 것이 치료를 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대룡중학교 주혜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변화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일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룡중학교 신현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도움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룡중학교 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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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여자중학교

함께 사는 세상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가길 66
지도교사
김희정, 김광래

학생구성원
한지윤, 강다현, 김선민, 박예은, 박민주, 심하정
양우선, 김지효, 석수민, 신서연, 이유림, 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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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에 다문화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에 가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

우리 학교는 이태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경리단 길, 해방촌까

•	학교의 다문화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 출신지 나라의 음식같이 만

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나 거리 등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보고 함

들어 먹기

께 살아간다. 이렇게 외국인들을 접하기 쉽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 거리

• 세계시민으로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설정해서 토론하기

감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 가끔

•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사지 만들기

국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의 인식과 태도가 외국인에 대해 덜 개방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먼
저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만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인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
었다. 그리고 학교 내의 잔반 문제를 보면서 잔반량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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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여러 문화 이해하기

지역 사회 조사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집

해방촌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컴퓨터로 조사하고 등·하교길에 보면

트 보물전을 갔다.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서 우리의 동네를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안내지를 만들었다.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시민

레인보우 프로젝트 표현하기
갈등과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제를 사진으로 표현해보기로 했다. 주변의 풍경과 레인

이 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체

보우 프로젝트의 주제가 연결이 되어 뿌듯했다.

험해보았다. 무지개를 완성하
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 음식 문화 체험
다른 나라의 문화 이해하기 일환으로 음식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우 만들기부터 하나 하나 해보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곡식부터 채소, 과일 등
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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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둘째, 친환경과 관련하여 텃밭 가꾸기 활동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목화, 아주까리 등을 심었는데 이를 통해 도시 속의 농

올해는 작년에 비해 우리 스스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기

부 체험도 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목화를 보면서 역사 속의 문익점에 대해 생각

도 하였다. 3년간 활동을 하다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번에는 계획서를 내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학기 초 동아리 자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리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차원에서 동

우리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많이 있는 편인데 그냥 잘 지낸다고 생각했었다. 적

아리 프로젝트 발표회 이런 것이 전교 학생 대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응도 잘 하고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

들었다.

는데 가끔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해서 좀 놀라웠다. 우리는 이 환경이 익
숙하지만 그 친구들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의 태도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생각도 좀 더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많이 활동을 못 했지만 생각부터 변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성장이 있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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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인근의 초등학교 외국인 학생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
다. 초등학교에 아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그러면 우리들만의 노력으로는 연결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기가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지역 사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안내지를 만드는 것은 자료를 찾는 것이나 역사

평소에 잔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친구들과 급식을 먹으면서 잔반을 남

를 알아보는 것이 쉬운 편이어서 좋았다.

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친구들에게도 잔반을 남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늘 이야기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기 때문에 잔반을 많이 남기는 친구들이 가끔 우리의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잔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반이 줄어든 것이 보였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러 기관이 아직 중학생인 우리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계해서 활동하기에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고 해마다 동아리원이 누구인지,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누구신지에 따라 활동 내

게 해야 할까요?

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거의 없었지만 학교 전체에서 유네스코에서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학교의 활동들을 보면 다 유네스코가 추구하

추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여러 동아리와 부서들의 활동이 많았던 것 같다.

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로 잘 어우러져 전교생들의 축제가 이루어졌

먼저 우리 학교에 베트남 국적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학기 초에 그 친구가 다니

으면 좋겠다.

던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방문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베트남 학생
들과 학부모님께서 6월 중에 학교를 방문하셨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타인에 대한 관심이다.”
세계시민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든다.
보성여자중학교 이유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시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보성여자중학교 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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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곡중학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학교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11안길 9-8
지도교사
김화분, 홍경녀

학생구성원
조유현, 김하원, 백길현, 박준현, 황성민
문정한, 임현우, 김성진, 황정웅, 오재건
박세민, 양재원, 조예준, 최형준, 김기민
장수영, 김준영, 김동해, 김상규, 박채준

협력파트너 : 구미시 다문화센터, 금오공대 세계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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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주변 및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환경과 다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젝트

• 학교 축제와 연계해서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기

를 준비했다. 구미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해 배

•	구미시 다문화 센터의 다문화 Plus 공감학교와, 금오공대 세계이해교육을 통한

워보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
어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웃 노인정 방문을 통해 지
역 어른들에 대한 경로사상을 배워보는 기회로 삼았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학교 교내를 시작으로 학교 주변을 깨
끗이 하고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
였다. 공단지역이라는 구미의 지역적 특징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배움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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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체험하기

구미시 다(多)행복 프로그램

문해교육 체험

5월 12일 구미시 다문화 센터와 연계하여 구미시를 찾아가는 다 행복 프로그램

10월 26일 학교 축제인 별남 한마당에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비문해 지역이

을 통해 교내에서 다문화 감수성 향상교육, 다문화체험으로 의상, 악기, 다문화

많음을 소개하고 세계 나라 인사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1학년 학생들의

전통 춤 공연과 간식체험을

인사말 전시 작품을 통해 문해교육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우리글의 소중함을

통해 필리핀과 키르키즈스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직접 의상도
입어보고, 간식 문화를 체험해
보면서 친근함과 색다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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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을 했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체험
6월 16일 금오공대와 연계하여 금오공대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함
께 세계시민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앙아시아에 속한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와 문
화 생활양식, 결혼 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한 기회가 되었다. 이슬람 종교
의 영향을 받은 문화를 접하면서 라마단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유네스코 동아리 에코백 만들기 체험
10월 26일 별남 한마당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에코백 만
들기를 통해 유네스코의 이념
인 사랑, 배려, 나눔의 가치를
생각하고 유네스코 관련 그
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아나바다 장터
환경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취지 아래 아껴쓰고, 나눠 쓰며, 바꿔 쓰고, 다시 쓰
는 아나바다 행사를 하였다. 물품을 기부한 후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과 네팔 아
시아 지역의 학교 재건에 기부하려는 행사를 통해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호응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9월 15일 학교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분리수거를 통
해 자원 재활용에 대해 배우는

을 이끌어 내었다. 장터를 통해 물품을 싼 가격에 사고 직접 판매도 해보면서
재미도 있고 뿌듯함도 느꼈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기회가 되었다.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와 분리수거 되지 않은
병, 캔 플라스틱을 보면서 평
소 자원을 분리해서 버리는 습
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성하
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 주변 노인정 방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학교
주변 노인정을 방문하였다. 할머니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
며 담소를 나누면서 손자처럼 대해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시는 할
머님들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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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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환경과 다문화에 대해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동아리 학생들과 학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교 주변환경 정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버려둔 쓰레기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다문화 이해교육을

를 보면서 스스로를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버려진 캔과 플라스틱 병을 분리수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형곡동에 위치한 다문화 가족센터

거 하면서 평상시에 분리수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 축제와

를 방문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센터의 사정상 봉사계

연계하여 아껴 쓰고 나눠 쓰며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자원

획이 취소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해 부터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구미시 다문화 센터와 연계한 다문

노인정을 방문하여 어르신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바꾸게 되었는데 다문화에

화 PLUS 공감학교를 통해 다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금오공대에서 시

대해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

행하는 세계이해 교육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
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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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협조하는 부분에

환경과 관련하여 축제 때 시행한 아나바다 행사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소중한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과 문화체험은 관계기관과 서로 협조가 되었으나 실제적

가치를 깨닫게 하였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유네스코 협

으로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부족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아리 학

동학교로서 지진으로 학교를 잃은 아시아 네팔 지역의 학교 재건을 위해 기부

생들 또한 학교와 학원수강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유네스코

하기로 한 뜻 깊은 행사였다. 이웃 노인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심을

산하 여러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단체들과 연결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

배우는 기회를 가졌는데 손자들같이 예뻐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

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침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는 기회가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학교 인근 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신을 함양하였고, 어
르신들과 함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지역 환경보호 활동을 하였다. 다문화를
알기 위해 지역 센터와 협조하면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
함을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다양성 인정이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봉곡중학교 김하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봉곡중학교 조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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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중학교

미래를 바꾸는 나, 현재를 가꾸는 우리
학교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70
지도교사
하미숙

학생구성원
김가영, 장지원(전출), 김도현, 이동훈, 조민서
이재용(전출), 이소윤, 윤필영, 오수경
이경록(전출), 조세연(전출), 한창민(전출)

협력파트너 : 부산국제고등학교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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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학교

있나요?

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고,

첫 번째로 부산은 바다, 산 등 여러 가지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이자 많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에서 교환학생으로 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 또

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또한 낙동강이 흐르고 바다와 인

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를 전달하는 국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다.

접해 있는 곳으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 우리 학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화가 서

부산에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환경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로 잘 섞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고

함께 생각해보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

자 노력하였다.

로 하여 활동하였다.

세 번째로 뉴스를 통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

환경과 자신들의 밀접한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환경문제를 자신과 먼 것이

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약 24만 명의 외국인

라고 생각하는, 환경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알더라도 환경은 혼

노동자가 국내에 있으며 그 중 8.5%가 농축산업과 어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 바꾸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알게 되었고, 제조업보다 농축산업과 어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따라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환경이 무엇인지, 지금 파괴되고 있는 환경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지를 학생들에게 활발히 전달해

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

환경의식을 성장시키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습관화하고자 하였다.

하는 제도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문화가 유입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사상공단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모습

으며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부산 남항에는 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일

보다는 경계하고 대립하려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인다. 다문화와 외국인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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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그런데 부산에서는 제조업과 어업 분야 모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UN 평화 기념관 견학 및 참배

가 있다고 한다.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제행사들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5월 19일 동아리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UN 평화 기념관을 견학하고 우리나라를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산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파견된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뉴질랜드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야기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홍보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과 부산국제고 학생들이 외국인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국내 외국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내 이웃이 다문화라 하면 찡그리는 일부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
키고 싶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아닌
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바
꾸고 싶었다. 또한 고구마 텃밭 가꾸기를 통해 직접 작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스스로 체험하고 음식의 소중함에 대해 체험해 보고 또
우리가 키운 작물로 기부금을 마련하여 기아돕기 기부행사에도 함께 하고 싶었
다. 음식쓰레기로 인한 문제에 대해 알리고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신이 먹
을 만큼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

부산국제고 유네스코 동아리와의 만남

다. 그리고 연말에는 유네스코 나눔카페 운영을 통해 기부와 나눔의 즐거움을

6월 6일 참배행사에 참여한 부산국제고 유네스코반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평소

전교생들과 함께 하고 싶다.

에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부산국제고 유네스코 동아리 선배들의 활동에 대해 듣
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4월부터 학교 내 텃밭인 봉당공원에서 고구마 모종을 심어 키우고 수확하여 판
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한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또한 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 연
구하여 그 결과를 학교 전체에 알리도록 하고,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생들
에게 적극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계획하였다. 또한 친환
경 먹거리의 중요함에 대해 급식 시간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잔반 zero 활동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계획하였다.
학교 내에서는 다문화 인식 변화 캠페인, UCC 제작, 포스터 만들기, 다른 문화
체험해보기 등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유네스코 나눔카페 바자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기아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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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모금활동을 펼치겠다. UN 평화공원 참배와 Turn toward 부산 프로그램에 참

현충일 UN기념공원 참배행사 참여

여하여 세계평화에 대한 다짐을 하였다.

6월 6일 부산광역시 유엔기념공원에서 부산, 경남, 울산지역 유네스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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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200여 명이 모여 유네스코협회에서 주최하는 공식 추모행사에 참여하
여 같은 생각으로 모인 여러 학교학생들과 참배하며 세계평화를 기원하였다.

학교 텃밭 만들기
4월 14일 학교 텃밭을 가꾸기
로 하였다. 밭을 고르고 잡초
를 뽑고 유네스코 텃밭 팻말
도 부착하였다. 전교생과 부
산국제고 학생들이 즐겨 산책
하는 봉당공원 한 켠에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작은 소망을
담았다.

비오듯 땀흘리며 벌레들과 씨름하며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제일

고구마 모종 심기

려나 걱정도 하면서 농부들의 마음을 닮아갔다.

좋았다. 물을 주지 않아도 되니 환호하고, 그러다 폭우가 오면 고구마가 괜찮으

4월 21일 고구마모종을 구입
하여 학교 텃밭에 심었다. 고

청소년법·인권 교육

구마 심는 법에 대해 미리 알

10월 23일 학교에서도 인권은

아보고 호미와 장갑, 비료를

지켜져야 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준비하여 잘 자라기를 바라는

우리의 인권에 대해 배웠다. 법

소망과 함께 힘들지만 행복한

과 인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

동아리활동을 하였다.

라 우리 생활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변호사님의 강의로 알게 되
는 뜻깊은 활동이었다.

학교 텃밭 물주기
매주 월, 목 물주기 당번을 정하고 잡초뽑기도 하였다.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고구마 수확하기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 들러 활동하였다.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되고

11월 3일 드디어 1년간 열심히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이다. 수확한 고구마는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거웠던 활동이었다.

각자 집에서 삶아서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 판매하고 연말 나눔바자회 기부금
모금과 함께 연말 유네스코 기아어린이 돕기 행사에 기부하였다.

학교 텃밭 잡초 뽑기

나눔바자회

무럭무럭 자라라! 우리가 3박 4일 체험활동을 떠나도, 방학을 하여도 고구마밭

12월 26일 우리 학교 최대 행사인 BIMS Festival이 열린다. 전교생들에게 유네스

에 물주기는 계속되었다. 여름이 되니 잡초도 무럭무럭 자라서 잡초뽑기가 고된

코의 나눔정신을 알리고 따뜻한 차와 과자를 준비하여 기아어린이 돕기 모금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한 나눔카페와 나눔바자회를 개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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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마도 고르고, 텃밭을 갈며, 즐겁고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고구마도 살아 있는 식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물이어서 생각보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다. 고구마를 기르면서 좀 더 식

(김가영) 올해 초, 유네스코 동아리에 가입하며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물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그로 인해 환경에 대한 문제도 훨씬 깊게 생각하고,

되었다. 인권, 다문화, 지속가능발전(환경)이라는 세 개의 주제 중 나는 ‘지속가

다룰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쪽으

능발전’ 팀에 속하였고, 우리 팀은 여러 활동 중에서 학교 텃밭 고구마 재배를

로 진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자연에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환

주도적으로 맡았다. 다문화와 인권 관련 활동도 했지만, 그 중 나에게 가장 큰

경 파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을

변화를 준 활동은 고구마 재배 활동이다. 4월 즈음에 텃밭에 고구마 모종을 심

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봉사 활동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은 후 봄, 여름방학, 늦여름까지 수시로 당번 날에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물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환경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면 더 예뻐질 거야’와 같은 긍

주는 활동을 하며 식물 재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네스코

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을

(윤필영) 평소엔 막연하게 관심있었던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잘 하지 못했다. 그런데 고구마 재배 활동을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당번 날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구마 재배 프로젝트, 드림드림 나눔카페 운영 등을 하

당번 날이 아닌 날에도 텃밭을 관리하다보니, 이전보다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며 작은 일이지만 직접 체험하다보니 세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성실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 ‘환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 것 같다. 어

넓어지고 성숙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며 봉사하는

릴 때부터 벌레나 곤충을 정말 싫어했고, 식물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지속가능발

직업에 대한 정보나 새로운 진로의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전 활동을 통해 조금 더 그런 것들에 거리낌이 없어진 것 같다. 레인보우 프로젝

(조민서) 평소 세계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유네스코 청소년 세

트를 통해 여러모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한 것 같다.

계시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했던 것은 인권에 대한 태

(오수경) 2020년까지 UN이 시행하기로 한 큰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고구마를 키우고, 그 고구마를 판돈을 유네스코에 기부하다보니 빌게이츠를 롤

누구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

모델로 하여 저의 이익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UN 참

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들을 도와주

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UN 기념관에 가봄으로써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

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주변에는

하며 저의 기쁨은 함께 나누고, 세계의 슬픔은 같이 위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춘 국제적 리더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확고해졌다. 또한, 유네스코 활동을 통

기울여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해 국제적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외국어 능력이나 리더십 등의 자질을 갖추

또한, 서로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기 위해 노력할 계기가 생겼다.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이소윤) 일단 가장 기억에 남고, 뜻 깊었던 활동은 바로 고구마 심기 활동이다.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 다문화사회에 속

고구마 심기 활동은 매년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진행하던 활동으로 학교 안에

하여 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조사하고 비교하면서 다문화를 통해 지

있는 텃밭에 직접 고구마를 심고 기르는 활동이었다. 이번에는 직접 심을 고구

금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다문화사회에 접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오해가
생기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것 자체를 자연
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김도현) 평소 유네스코 단체나 기부단체에 관심이 없었
는데 학교에서 유네스코동아리에 우연히 가입하게 되면서
이것을 시작으로 별로 관심이 없던 유네스코에 관심이 생
기고 문화와 인권 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고구마 텃밭을 가꾸면
서 이것들을 직접 키워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험해본다
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이동훈)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변화된 점이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한
이유는 내가 유네스코라는 단체에 들어와서 많은 체험들
을 하는 도중에 순간순간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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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이 마음가짐이었다. 내가 팀원들과 협
력하는 체험을 하면서 무엇보다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긍정적인 성격이
되었고, 모든 것이 따분하고 지루했던 것들이 점차 즐겁게 느껴졌다. 유네스코
라는 단체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동아리 활동이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김가영) 주변에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가족들,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다문화 가정이나 사회 소수자에 대한 선
입견과 고정관념 등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을 느
낀다.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등의 사회 소수자에게 거리낌이 있었
고, 다가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다문화와 인권에 대해 포

발전 팀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

털 사이트에 검색해보고, 차별 완화에 대한 방안이나 그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

식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거부감이 들고

며 ‘그들을 사회 소수자로 보기 전에, 그들도 나와 같은 한 명의 인간으로’ 보고

무섭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우리와

존중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과 이런 활동에 대해 이

같은 한국 사람이고 다르다고 차별을 하는 행위가 조금 줄어들었다.

야기하고, 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

(윤필영) 나의 변화가 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다들 세계의 문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지속가능발전 활동에 대

제나 해결 같은 걸 얘기하면 거창하다, 돕기 어려울 거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내

해서도 나와 친구들은 처음에는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귀찮

가 유네스코 동아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

을 것 같다는 생각 등이다. 하지만 이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람들이 신기하다,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유네스코 동아리 프로젝트 목적에

친구들도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고 유네스코 동아리에 가입하면 1년 동안 많이

도 관심을 가져주었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하게 되었다. 아직 나의 변화가 지

(조민서) 인권이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인권이 보

역사회 등의 큰 범위까지에는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노력하여

장받지 못하는 여러 사례들을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우리 사회를 좋게 변화시키고 싶다.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친구들이 인권과 인권의 필요성에

(오수경) 우선, 작은 변화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고구마를 직접 기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들도 평상시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름으로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후원도 해주고, 응원해주는 말도 전해주었다. 또한 그들이 인권을 보장받는 사

통하여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과 문화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 같

회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었다.

다. 또한 UN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여함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UN 참전 용사들을

이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차별이 있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알고, 주변의

추모하고, 더욱 애국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모두 다문화사회를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질

한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큰 변화를 설명해

문이었고, 몇몇의 친구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 약간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겠다. 앞으로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있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주민

활동하며 저의 기쁨은 함께 나누며 세계의 슬픔은 같이 위로할 수 있는 마음가

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

짐을 갖춘 국제적 리더가 되고 싶다는 의지 또한 확고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에게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서로 존중이 필요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해하며

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이소윤) 당연히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한 행동이 처음에는 2명에게

(김도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활동이 끝난 후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였고 이

그 2명이 다른 2명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하게 되어 ‘나비효과’를 일으킨

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끔씩 활동을 끝마치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

것 같다. 평소에 같이 다니던 친구는 환경이나 다문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관

게 말하므로 친구들이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나도 기부를

심과 흥미가 없었는데 내가 계속 혼잣말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이 바뀌는데 조금의 영향은 준 것

를 하니 그 친구도 점점 환경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 방안들을 생각하

같고, 선생님께서도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해보니 신기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셔서

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

하며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 다양한 친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들이 평소 관심이 없었던 기부, 봉사 등의 일을 저의 사례를 보고 쉽고 친근하

가지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 아직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

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저랑 같이 하자고 하거나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어 흥미를 돋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여 학교 친구들, 그리고 선

생겼다.

생님께서도 캠페인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문화

(이동훈) 나는 가족 간의 사이의 변화가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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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이 많은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그로 인해 가족 간에 사

(윤필영) 4차 산업 혁명,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SNS(페이스북, 인스

이도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말수도 많아지고 서로의 작

타그램 등)를 통하여 소통과 홍보를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의 목

은 갈등도 예전보다 줄어 들었다. 내가 이렇게 긍정적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었

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던 이유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활

(조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

동을 즐겁게 하지 못하였더라면 하루하루가 더 지루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

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었다. 6월 6일 현충일, 우리 부산국제중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배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10개국 이상이 참전했던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신 약

유네스코 동아리는 부산국제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유엔기념공원 참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2,300분들에게 추모한 후, 헌화도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 비록 통일이 되지는

게 해야 할까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 수 있었던 것도 과거 참전용사들

(김가영) 6월 6일에 UN 기념공원에서 현충일 참배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서 지

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느껴 감사함과 죄송함을 다시금 한 번 더

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충일을 그저 평범한 주말처럼 놀거나 휴식을 취하며 보낸다. 물론 모든 사

(김도현)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에 우리가 현충일을 기념한 참배행사에서 헌화를

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명이

하고, UN 기념공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여러 기념행사에 참여하면서

었다. 하지만 올해 현충일은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위

우리 학교와 이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게 되었다. 이번 12월 우리 학교에서

해 UN 기념공원에서 하루를 보냈다. 한국전쟁에 대해 배우고 그 때 사용했던 물

국제문화 축제를 개최할 때 나눔 카페 운영을 통해서 음료수와 우리가 직접 키

품들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오늘날을 있게 해주신 약 20개국의 참전용사 분

운 고구마 등을 판매할 것이다. 여기서 판매한 수익은 기부를 하고 우리의 프로

들을 기리기 위해 묵념을 했다. 이 활동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다른 학교 학생

젝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더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길

들, 일반인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묵념을 할 수 있었고 과거에 대한민국을

거리나 번화가에서 피켓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팜플렛 같은 것을 나눠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세계 곳곳의 참전용사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면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받았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

(이동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다. 아직도 현충일을 의미 없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도 현충

수 있을까 라는 홍보 방법은 SNS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며 글을 올리는

일에 대해 알려주고 현충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

방법도 있고, 우리가 직접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직접 사

각한다. 현충일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 다른 프로젝트에

람들에게 소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제일 간편한 방법은 캠페인이라고 생각

대해서도 알려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다. 캠페인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닐뿐더러 가장 쉽고 전달력이 강한 것

(오수경) 지난 현충일, UN 공원에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네스코 관련 행사를 여는 것

위하여 추모를 하는 과정 중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사를 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 것이고 자연스

수 있었다. 우리 학교 학생, 다른 학교 학생들, 또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전체가

럽게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하면서 유네스코에 대해 많이 알게 될 것 같기 때문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다.

에 뜻을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146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알리고 홍보해도 좋을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이소윤) 먼저, 개인 SNS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그리고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친환경적인 생활과 같은 뉴스와 연구를 공유하여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식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해줄 수 있다. 설문조사

(김가영) 제일 어려웠던 활동은 고구마 텃밭 관리였다. 책임감 있게 자주 텃밭을

를 함으로서 친구들이 친환경적인 생활과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관리하려고 해도, 시간에 쫓기거나 벌레가 생각보다 많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도 파악할 수 있으며, 해결 방안을 좀 더 쉽게 모색할 수 있다.

경우가 많았다. 약 반개월동안 계속 텃밭을 방문하고, 관리하며 예전보다는 환

두 번째로는, 점심시간에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학교 점심시간에는 항상 많은

경과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어릴 때의 벌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서

학생들이 복도를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도에 팜플렛을

아직은 벌레가 무섭고 싫다. 특히 여름에 고구마 텃밭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계

들고 서서 홍보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지나가던 학생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적

절보다 훨씬 힘들었다. 벌레도 많이 생기는데 긴 옷을 입기도 덥기 때문이다. 하

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것 같다.

루는 텃밭에서 30분 만에 모기 12군데를 물렸던 적도 있다. 잡초를 뽑다가 손에

세 번째로 환경 문제나 다문화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

벌레가 올라오기도 했다. 그럴 땐 정말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조

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자

금만 견뎌내면 몇 개월 후에 건강한 고구마를 캘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텃

신의 관심 분야에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동아리의 목적에

밭 관리를 했다. 그리고 10월 즈음에 고구마를 한 개만 임시로 캐어봤는데, 처음

맞게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과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정보를 줄 수 있다.

에 모종을 심었을 때보다 많이 커지고 모양도 잡혀 있었다. 나와 동아리 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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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워도 참고 열심히 관리를 한 덕분에 이런 좋은 결실을 얻게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했다. 이 활동을 통해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다
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오수경) 작년에도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올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
해 고구마를 키웠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는 올해처럼 고구마가 성공적으
로 자라지 않았다고 들었다. 올해는 그에 비해 정말 성공적으로 고구마를 수확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성공요인은 아무래도 끈기라고 생각한다. 즐거운 태도
로 끈기를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고구마 텃밭에 와서 틈틈이 고구마를 관리
하였기 때문에 그 결실이 맺힌 것 같다.
(이소윤)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고구마 심기’ 밖에
없다. 고구마는 심기만 하고 가만히 나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
상 주기적으로 밭에 가서 물도 뿌려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했다. 하지만 계속 해
야 할 날을 잊어버려서 잡초가 정말 무성하게 자랐다. 그것을 한 번 보고 계속
주기적으로 귀찮아도 와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학교 텃밭에서 키우는 고

밭에 심었다. 물이랑 잡초만 뽑으면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을이 될 때까지

구마이다 보니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 것도 문제였다. 원래 계획은 유네스코 동

열심히 잡초도 뽑고 물도 주었다. 가을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큰 고구마가 아니

아리에서 재배한 고구마를 학교 학생들에게 판매하여 들어온 수입을 불우 이웃

라 조그마한 보라색 돌멩이 같은 게 있어서 파봤더니 자라지 않은 고구마여서

에게 기부하는 것이었는데, 고구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학생들에게 못 팔 것

실망을 했다. 그 원인을 조사해보니 아마도 햇빛을 많이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같았다. 그래서 유네스코 동아리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튼튼하고 예쁜 고구마

런 것 같아서 내년에는 꼭 해가 잘 들어오게 키워보고 하려고 한다.

를 사서 학생들에게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아리에는 예산이 어

(이동훈) 우리가 유네스코를 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는 우리가 계획했

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다시 살 수 있었지만, 예산이 처음부터 없는

던 것들이 틀어지거나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던 것들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우

동아리는 고구마 사이의 간격을 좀 많이 벌려 공간을 넓혀주고, 자주 밭을 방문

리가 고구마 키우기를 하였는데 고구마가 잘 자랐을 줄 알았지만 다 크지도 못

하여 잡초를 뽑고 물을 뿌려줘야 한다.

한 채 죽은 것이 있어서 매우 실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실패한 이유를

(윤필영)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마 ‘고구마 재배’인 것 같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

찾고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해답을

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활동인데 그만큼 투자할 시간이 없어 제대로

찾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실패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유를 찾고 더

가꾸어내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한 ‘드림드림 나눔 카페

나은 방법으로 하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프로젝트’는 정말 생각 외로 잘 진행되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홍보할 때부터
잘 되었기도 하였고 일정을 잘 잡아 사람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 그만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올해도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조민서)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학교 뒤뜰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서 친환경 고구마 농사를 할 때, 학교 뒤뜰이 그늘진 곳이고 햇볕이 쉽게 들어

(김가영) 활동시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오지 못하는 자리였다. 또한, 산 중턱에 위치하여 벌레들이 많았다. 개미집을 건

밖에 안 하는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 부원들이 자연스레 동아리 활동에 쉽게 소

들이게 되어 개미들이 많이 나오거나 벌레들의 시체가 있거나, 여름철에는 산모

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동아리 시간도 3

기와 말벌들이 많이 있어 밭을 정리하고 가꾸는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프로젝트를 위해 부원들과 담당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

다. 또 밭의 중앙에 감나무가 있는데 이 감나무가 물 주는데 방해요소가 되었다.

서 만나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또 모든 프로젝트 활동을 동아리 시간 안에

방학이나 학기 중에도 팀별로 교대를 하면서 물을 주었다. 일주일에 1번, 2번 정

끝낼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이 부여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도 길게는 2주 정도마다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더니 점점 잡초가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시간이 조금 더 길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고구마와 잡초가 구분하기 힘들어 고구마를 수확할 때 어

고 자주 있었으면 한다.

려움이 있었다. 조금 더 자주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면 고구마들

(오수경) 이번 유네스코 활동을 하며,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이 더 무성하게 자라났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또한, 다음 프로젝트 진행 때에

에 한계가 있어 많은 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다음 유네스코 활

는 고구마 모종을 심을 때 비료를 듬뿍 주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재배해

동을 할 때에는 더 다양한 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동아리 시간에는 그것들을

고구마가 더 영양소가 있고 튼실하게 자라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실천해 나가며 많은 활동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김도현)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년도에 고구마

(이소윤) 우선 동아리 시간이 부족해서 계획했던 것 중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 많

를 키웠다고 들어서 이번년도에도 고구마 모종을 사서 우리 학교 뒤뜰에 있는

아서 아쉽다. 한 달에 한 번 3교시 동안만 있는 동아리 활동이어서 1년 동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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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코 동아리를 한다고 해도 36시간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아리 시간 이

전체적으로 일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이 짧아, 다양한 활동을 해보지 못

외의 시간도 투자를 해야 했는데 학생들이 하는 동아리이다보니 적극적으로 참

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여를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유네스코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로 바꿔서

행사들은 체계적으로 우리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행했으면 좋겠다. 동아리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니 차라리 자율 동아리로 바꿔

주는 활동이었고 국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서 시행하면 좀 더 시간제한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문화 인식 개

도움이 되었다. 동아리시간에서 하였던 지속가능발전, 다문화 사회, 인권과 관

선 활동과 같이 야외로 나가서 하는 활동들을 할 때에는 시민 분들이 적극적으

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은 내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청소년 세계시민으로 더

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나가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힘이 되는

다가갈 수 있는, 국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

한 마디를 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욱 힘이 되고 목표인 문화 인식 개선에 한

는 학생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발 다가간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김도현) 앞으로 기부라고 하면 자신도 그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

(윤필영) 확실히 ‘시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다. 한정되어 있는 시간

지고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유네스코행사를 더 많

안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기는 벅차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마 재배와

이 만들어서 동아리학생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같은 활동에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사람들도 유네스코 행사나 문화를 체험해보고 기부나 봉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

동아리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프로젝트의 규모

이 있고 꼭 기부가 필요한 사람이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를 늘려 지역사회나 학교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좀 더 주

(이동훈) 우리가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노력이 더

변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

있어야 하겠고 우리 프로젝트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조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

내가 우리 팀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지금 이대로 쭉 같이 할 수 있

양한 행사를 많이 주최하여,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한, 학교의

었으면 좋겠다. 누구도 활동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편견없이 그냥 이

동아리 시간을 더 주기적으로 만들어 한 달에 한번, 2주에 한번 정도로 활동시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간을 늘려 동아리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한다.

처럼 지도해주시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점토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각이 세계의 시민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중학교 이소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목표이다.”
뭔가 성취한 것 같으면서도 끝없이 나를 자극하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중학교 윤필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축소경이다.”
단지 국가나 지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중학교 조민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보석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보석처럼 밝게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중학교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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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이 숲이 되는 그날까지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64
지도교사
노수경, 고은정

학생구성원
김지민, 김진주, 오다영, 김주영
최혜윤, 최혜영, 권주현, 박세진
이소희, 현도희, 김사랑

협력파트너 :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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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씨앗이 숲이 되는 그날까지’는 지역 고유문화 바로 알고 알리기,

세계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고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학습 탐구공동체 운영,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식습관

소홀할 때가 많다. 지역 사회의 문제는 곧 나와 내 이웃의 문제와 직

캠페인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금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연결 관계 속에서 자신과 세상

세계화된 시대의 편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그 이면의 문제점에 대해

을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고자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과거와 현재의 서울,

서는 잘 알지 못한다. 세계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

한국,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진 곳인지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반성하며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세계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과제를 탐구하면서,

학교의 위치상 외국인 노동자를 자주 접할 수 있고 학교에는 다문화

이 문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세계시민

가정 학생도 있지만, 학교 구성원 대부분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

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직접 실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심이 낮다.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

있기를 바랐다.

요하다.
우리는 늘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잘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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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 특히 식생활 습관을 통해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현재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역고유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방법을 실천해보고자 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	세계사회의 일원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전지구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힘
쓴다.
•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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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DID를 활용한 ‘한결이와 알아보는 유네스코 기념일’ 프로그램 기획

및 교사,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에 등장한 궁궐 등의 문화유산

UN이 정한 유네스코 기념일 중 학교 친구들과 함께 기념하고 싶은 날을 월별로

은 설명을 덧붙여 우리 동네 관광 지도를 겸하도록 했고, 지역의 고유문화에 애

고른 후, 학생들이 각자 유네스코 기념일의 유래 및 지정 배경, 이 기념일을 기

정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리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 활동 등을 조사하여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학교
중앙 현관 전자게시판에 이 소개 동영상을 게시하여 전교생 및 선생님, 외부 손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수업 운영

님 등이 유네스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기념일을 기리며 우리가 할 수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이 주관하는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인 CCAP 수업을 통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끔 했다. 또한 학교 축제 때에는 곳곳에 숨겨둔

해 평소 타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유네스코 기념일이 적힌 쪽지

했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영국, 페루, 인도 같은 다양한 국적의 선생님들과 직

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품을

접 만나 해당 나라에 대해 알아보면서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폭을 다양하게

주는 ‘유네스코기념일 보물 찾

넓힐 수 있었다.

기’ 이벤트를 기획하여 유네
스코 기념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였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학습 탐구공동체 운영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주제 중 세부 주제를 정하고 3~4명이 한 모둠이 되어 함
께 6개월 간 자료 조사 및 발표, 토론 등을 하며 공부하였다(예 : 세계화의 양면
성, 영화 ‘덕혜옹주’를 통해 본 조선의 왕조, 동일 범죄 사건을 둘러싼 국제수사
기관의 해결).

국제이해를 주제로 전교생 체험코너 운영
10월 13일 학교 축제에서는 국제이해반 학생들이 공부한 결과를 정리하여 판넬
로 게시하고 일일 멘토링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국제이해 관련 내용을 배우고,
퀴즈를 맞힐 수 있도록 했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 조사, 공정무역 커피와 초콜릿
시식 코너 등을 통해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지역고유문화 홍보를 위한 ‘종로의 美 엽서’ 제작 및 전시
지역고유문화 알리기 활동의 일환으로
종로구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
는 사진을 찍고 사진 엽서를 출판하여
전시했다. 먼저 지역의 고유문화유산,
숨겨진 명소 등을 현장 답사하고 조사
한 뒤, 사진을 찍은 장소에 대한 설명,
사진의 의도, 사진을 잘 드러낼 수 있
는 제목을 붙여 엽서로 만들었다. 1인
당 1장의 사진 엽서를 만들고 10장 가
량의 사진 엽서팩으로 출판하여 지역
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자 했다. 사진
엽서는 학교 축제 때 전시하여 전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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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지역고유문화 체험을 위해 동네의 역사를 조사하고 지역고유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사진엽서를 출판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겼다. 늘 지나다니면
서도 의미를 몰랐던 장소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러한 역사 위에 현재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동네의 소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계화의 양면성을 주제로 다양한 자료를 찾고 토론하면서 세계화 문제를 비판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평소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만 생각
했을 뿐, 세계화로 인해 다양성이 소멸되고 다국적 기업의 이윤만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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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는 점은 잘 몰랐는데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모든 현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를 통해 세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
문화 간 수업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익힐 수
국제이해를 주제로 전교생 체험코너 운영

있었고, 지구촌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며 나의 사고와 삶의 방식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생활 캠페인 등을 통해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발

전교생을 대상으로 월 1회 ESD 교육 및 퀴즈를 진행하고, ‘에너지수호천사단’

전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전교생의 수만큼 커질 수

동아리와 협력하여 1분 간 전체 전기 끄기, 빈 교실의 선풍기와 불 끄기, 물 아끼

있고, 이것이 확대되면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

미 프로젝트 등을 시도했다. 또 잔반 없는 날,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밥해먹기,

다. 어떤 것을 보든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하여 생각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

‘급식’을 주제로 2행시 짓기, ‘잔반 제로’를 위한 포스트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

화라고 생각한다.

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생활에서 실천해보았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유네스코 기념일을 전자게시판에 전시하고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도 홍보하면
서 사람들이 유네스코가 무엇이고 유네스코 기념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흐뭇하였다. 또 ‘종로의 美’ 엽서가 예쁘다고 말씀해주시는 선
생님과 학부모님들을 보며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애
정을 가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마음에 기뻤다. 특히 이화동 벽화 마을
사진을 소개하면서 현재 이화동 벽화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을 알리고 함께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고민해보았는데, 이러한 제안을 구청 게시판에도 전달하
여 지역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었기를 희망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문화간 수업을 위해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과 함께 협력하였다. 한국유네스코협
회연맹의 문화수업 담당자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업에
관해 논의하고, 1년간 약 5회에 걸쳐 다양한 학년과 반의 학생들이 CCAP 수업
을 함께 했다. 또 학교 축제는 다른 학교 학생, 학부모님, 지역 주민에게도 공개
되기 때문에 체험 코너 운영, ‘종로의 美’ 사진 엽서 전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프로젝트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151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려면 SNS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

사진엽서 또는 동네 관광 지도를 만들고 이를 공유한다면, 각자의 지도가 모여

체를 통해 우리의 활동 상활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사진엽서의 경우도 보다 대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량으로 제작하고, 동네 관광 지도를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소책자
형태로 배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문화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생각된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함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

께 해결하고자 노력해본 시간이었다. 세상의 변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와 친구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

최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학교 내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전교생과 선생님들과

들이 제대로 된 명소 소개나 지도가 없어 당황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외국

활동 내용을 공유한 점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널리 확대되

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관광 안내 지도

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또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유용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든 ‘종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 다른 학교 학생들을 몰라 시도가 작은 범위에 머물렀

의 美’ 엽서나 ‘이화동 동네 관광 지도’는 그 시작점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동네

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따라서, 인근 지역에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가 진

주민이 알려주는 명소, 공간의 유래, 맛집 등을 포함하여 동네 관광 지도를 만

행 중이고 비슷한 주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들고 사진까지 함께 넣는다면 지역 외에 사는 국내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학교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김밥이다.”
김 안의 김밥 재료들이 어울려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지구 각국에 있는 세계시민들이 어울려 화목함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이현경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다 읽지 못한 책이다.”
재미있어 자꾸 더 보고 싶은 책과 닮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용혜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아직 다 만나보지 못한 멀리 사는 내 친구이다.”
멀리 있지만 늘 안부가 궁금하고 보고 싶은 상대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천예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등불이다.”
여러 개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장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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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중학교

솔맹이들이 만들어 가는 푸른 마을
학교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문장로 2915
지도교사
장세근, 이상기

학생구성원
이손아, 설광석, 최 산, 조성민
정주원, 김진형, 최상현, 홍지훈

협력파트너 : 솔뫼농장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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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문화유산 탐방 활동을 통해 송면 서낭당인 배골탑, 마을 자랑비, 사기막리
의 너와집 등 우리 지역 유형 무형의 문화 유산을 잘 보전하고 싶었다.

귀농 인구가 많은 우리 마을은 비닐 시설재배로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
다. 비닐이 바람에 날려 뒹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토양 오염을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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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마을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

•	쓰레기 분리 수거 활동을 통해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여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이름은 송면이다. 소나

•	학교 주변을 시작으로 학생, 선생님, 마을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

무가 많은 동네지만, 우리는 동네 산과 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 프로

후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노력을 하여 울창한 숲과 숲 교실을

젝트를 통해, 마을 숲 해설가와 연계하여 우리 고장의 산과 나무에 대해 더욱

만들 것이다.

알고 싶었다.

•	지역 문화유산 탐방 활동을 통해 배골탑, 너와집, 마을 자랑비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잘 보전할 것이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폐비닐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마
을 환경을 조성하고 싶었다.
•	우리 마을에 사는 숲 해설가와 함께 우리 마을의 산과 숲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들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나무의 소중함을 알고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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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 문화재 보전 활동

각국 음식 만들기를 통한 다문화 체험활동

지역의 홍수 예방 사업으로 실시하는 ‘관편 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 구간에 있

동아리 시간에 각국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개

는 지역 물레방앗간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

방과 다양성 인정 등에 대한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였다.

역 문화재 보전 활동’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보고서 쓰기 대회
교내 텃밭 조성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 제1회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보고서

교내 자투리 땅에 지역 솔뫼농장과 협력하여 사과 참외, 주먹옥수수 등 각종 토

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와 그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 전

종 농산물을 심어 종자 주권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작물과 대

교생이 개인 혹은 소집단별로 1)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설치, 지역 관광지 쓰레기

화하기 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수확과 나눔의 기쁨을 다른 학생들과

처리 문제, 저수지 앞 공원 정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함께 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의 꽃이다.”
미래에는 청소년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송면중학교 조성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SNS이다.”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세상이니까.
송면중학교 이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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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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학교는 우유각을 펴 물에 씻어 괴산 한살림에 전달하여 휴지 등을

게 해야 할까요?

받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분리수거 등을 생활화 하여 환경친화적인 우리

물
 레방앗간 보전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과 면담하고, 지역 행정 관청과 이메일로

학교가 되었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행정관청도 우리들의 활동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	나무와 숲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생과 교직원 및 마을 주민들

았다.

이 대야산, 속리산 등 지역 명산을 탐방하면서 생태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혔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	지역 문화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 농촌 마을도 환경과 문화친화적인 마을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물레방앗간 보전 활동 등을 통해 지역문화
를 우리가 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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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방과후 학교와 마을 공부방 및 행복지구 학습 등으로 동아리 구성원들의 모이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학기 초에 계획했던 많은 것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 점심
저녁 시간 등을 활용하여 동아리원들의 소통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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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방앗간 보전 활동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우리가 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을 갖게 되어 선생님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들의 활동을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리 마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산이다.”
늘 푸른 꿈을 지니게 하기 때문이다.
송면중학교 최 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깨끗한 물이다.”
물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송면중학교 설광석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작은 울림이다.”
작은 활동이지만 이런 마음과 힘이 모이면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송면중학교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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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행중학교

Let’s Live Together
학교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44번길 36
지도교사
김현주, 정지연

학생구성원
이 휘, 김소헌, 김경민, 사지은, 김현준, 김서진, 안영준
이강현, 황 산, 석민서, 이채은, 김성은, 정유진, 이서준
박예지, 신나윤, 최은호, 황보률, 문채연, 윤서현, 신한서
이근재, 남희지, 김지현, 마서빈, 이효은

협력파트너 : 시흥외국인복지센터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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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집고 우리나라의 문제점

있나요?

등을 알게 하며 다양한 곳에 기부를 하여 유네스코라는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문채연) 유네스코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알리고자 하였다. 또,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웃터골 예술제 기간 체험활동에 참여

며 학교의 교우관계부터 시작하여 지역, 우리나라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화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김서진) 우리의 프로젝트는 국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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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친구들과의 교류 활동, 소래산 등반으로 인한 수익 기부 활동 등 다양

(신나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 방면으로 학교, 지역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나 문화에 대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었다.

156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신나윤) 다문화 포스터를 만들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가 위화감이

(문채연) 학교에서는 선후배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친해지기 활동을 하

없어지고 좀 더 친숙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외국인을 초청하여

였고,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다문화 및

함께 어울리며 외국인에 대한 벽을 허물 계획이었다.

음식 이해하기 수업을 했다. 또한 세계평화를 위한 마음과 우리나라의 아름

(문채연) 나는 세계평화와 같은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제 주

다움을 알리기 위해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전통문화를

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체험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함으로써 세계평화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며 제 자신도 행복해지도록 스스로 행

수 있었다.

복을 많이 찾았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시흥 늠내길생태문화탐방 외부 체험활동

일본과 중국 문화 수업 및 음식 문화 체험

지난 5월 2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일환으로 늠내길

9월 15일에는 일본과 중국 문화 선생님과 함께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다문화 일

생태 문화탐방 외부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늠내길 자연 해설사 선생님들의 설

환으로 양국의 문화수업 및 음식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선생님과 함께 일

명과 함께 시흥 늠내길을 함께 걸으며 생태 관찰 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과 중국의 문화·역사·교육·종교·의복 등과 같이 베트남에 대해 배우는 시

갯골과 염전터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나누고 시흥이 가지고 있는 다양

간을 가졌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음식문화체험으로 음식을 직접 조별로 만들어

한 자연생태와 생태적 가치를 나누었다. 습지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보존의 중요

보고 먹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나와 다른 문화를 체험하면서 나와 다른

성을 알게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문화와 평화롭게 공존하여 살 수 있는 기본을 마
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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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찾아가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실 ‘글로벌 인카운터’ 수업 실시
저개발국 및 저소득 가정 돕기 기금 마련 소래산 등반 행사

6월 9일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하는 ‘찾아가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실

5월 16일 시흥은행중학교 전교생과 교원, 학부모는 ‘Let’s Live Together’를 목

글로벌 인카운터’ 수업을 실시하였다. 유네스코에서 파견한 전문 선생님과 함께

표로 삼고 나눔이 있는 삶을 실천하고자 2017 유네스코학교(시흥은행중학교)

‘유네스코와 세계시민’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의 목적과 의의, 세계평화를 위해

주최 저개발국 및 저소득 가정 돕기 기금 마련 행사를 진행하였다. 시흥은행 중

실시하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

가족 모두가 소래산을 등반하면서 자발적인 기금모금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브

서 알게 되었다. 또한 시흥은

릿지 프로그램에 기부하였다.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행 중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흥지역 저

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 어려운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

하나뿐인 지구와 함께 살아갈

누고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조금 더 학업에 집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도움을 주었다.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 사하 공화국 한국학교 학생과의 국제문화교류
10월 16일에는 러시아에서 특
별한 소님이 시흥은행중학교
를 방문하였다. 러시아 사하
공화국 한국학교에서 학생들
과 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하여
본교 곳곳을 소개하였고 함께
수업에 참여해보고 체육시간
에 함께 씨름도 해 보았다. 또
한 한국 전통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한지공예를 해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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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함께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음식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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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으로 불고기를 같이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평소 우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가 알지 못했던 러시아의 문화와 학교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학

(문채연) 유네스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사합니다’ 였

생에게 우리의 문화와 생활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다.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키웠다.

수 있었고,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없어지고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

웃터골 예술제 전시 체험활동

년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길러졌던 것

10월 17일 본교 웃터골 예술제 기간 동안 본교 전 학생과 교직원과 함께 유네스

같다.

코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전시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세계의

(김서진) 원래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1년간 유네스

다양한 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주제로 하는 전시활동을 통해 다

코를 하며 우리나라의 소식과 다른 나라의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문화에

또, 많은 프로젝트를 이행하며 큰 뿌듯함을 느꼈다. 유네스코 동아리에 참여하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 않았다면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유네스코를 통하여 많이 해보아서
행복하고 기쁘다. 내년과 내 후년에도 기대가 된다.
(이서준) 예전에는 외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별로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하
지만 우리 동아리에서 실천해 온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외국에 대해 관
심이 많아지고 편견이 사라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해 질 수 있었
고 학생들도 저처럼 변화한 세계시민이 되어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어
우러졌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문채연)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선생님의 말
씀도 더 경청하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를

‘세계평화 샌드위치’ 판매
10월 27일 예술제 기간 동안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들어, ‘어금니 아빠’와 같은 뉴스 사건에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시사에 관심을 갖

마음과 실천의 일환으로 ‘세계

게 되었다. 또한 가족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평소 소홀했던 동생과 부모님들께

평화 샌드위치’를 전체 교사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평소에 친구들도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동아리 시간 이야기를 할

샌드위치 판매를 통한 수익금

때 내가 다른 나라에 대해 말을 하니 모두 관심 있게 들어 주었고, 다른 나라의

은 전쟁과 기아에 고통 받고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했다. 가족들도 다른 나라 사회 문제에 전보다 더

있는 수단에 살고 있는 어린

귀를 기울이고 모르는 것들은 나에게 물어 보거나 검색해 보는 등의 행동을 보

이들을 돕고자 노력하는 ‘수단

여주어 뿌듯했다. 또, 소래산 등반을 할 때 우리가 모은 돈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린이장학회’에 유네스코 동

위해 기부된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더욱 열심히 올라가야겠다고 하였다.

아리 학생이름으로 전액 기부
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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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국제교류활동대전’ 부스 운영

(문채연)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나눔과 봉사에 대해서

10월 28일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대전에 참가하여 시흥은행중학교 다문화 탐구

말해 보기도 하고 우리학교 친구들에게 유네스코의 멋짐에 대해 홍보도 했다.

내용 및 다문화 세계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한 작품 전시활동을 진행하였고 본

아울러 유네스코 단체를 인터넷에 알리고 모금활동 등을 거리나 인터넷상에서

교학생과 러시아 사항공화국 학생과의 국제교류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질

였다. 또한 세계 음식 체험활동의 하나로 ‘카나페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였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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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일들을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알리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위해서는 서로 먼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활동을 넓히거나

(문채연) 앞으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내문이나 안내장을 만들어 널리 알리면 좋을 듯 하다. 또 SNS나 인터넷을 이

학교에서 유네스코를 더욱 홍보하며 기부활동을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을 것

용해서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같다.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하는 활동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김서진) 지난 주말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활동대전에서 부스 활동시에 옆 부스

봐주고 더욱 열심히 기부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들과 꽤 빨리 친해졌다. 우리 부스는 러시아에 대한 부스였고 옆 부스는 일

(김서진) 유네스코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학교

본에 대한 부스였기에 두 문화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서로 맡은 나라를 홍보하

동아리 시간으로만 활동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활동이 많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도 했다. 또, 옆 부스에서 우리 부스로 체험활동을 하러 오면 우리도 옆 부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도 더 했으면 좋겠다.

로 체험을 하러 가는 등 아주 친숙한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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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소년국제문화교류활동대전에 참여할 때 서로 다른 부스에 가서 재미
있게 체험하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말도 걸면서 친해지고 힘든 일과 재미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활동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왜
냐하면 1달에 1-2번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흐름이 끊길 때도 있고 더 많은 프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젝트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문채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기대보다 성공적이었던 점은 부스활동을
하며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팔았는데 생각보다 잘 팔려서 성공적이었다. 아마
도 성공 요인은 협동을 잘해서 그랬던 것 같다.
(김현준) 청소년국제문화교류활동대전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냥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손님마다 성격과 나이가 달라서 말을 걸기도 힘들
고 음식문화 체험을 안내하고 준비하는 일도 힘들었다. 하지만 형, 누나들이 많
은 도움을 주었고, 역할 분담을 해서 훨씬 수월하게 한 것 같다. 가끔씩 양을 초
과해서 가져가거나 사람들의 말투가 무섭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곁에 있어서 괜
찮았다.
(김서진) 청소년국제문화교류활동대전에서 음식문화 체험활동으로 카나페 만들
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봐 걱정을 했지만, 결
과는 성공적이었다.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점은 홍보활동이었다. 나의 큰 단점은
친화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유네스코에 들어온
이후로 단점이 조금이나마 좋아지는 듯했다. 그래서 카나페 체험활동을 할 때도
용기를 내 사람들에게 말을 거니 뿌듯하기도 하고 점점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정신줄이다.”
저를 청소년 세계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함으로써 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더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시흥은행중학교 김성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마주잡은 손이다.”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헤쳐나갈 수 있고
함께 이 세계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흥은행중학교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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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중학교

텃밭가꾸기를 통한 버려진 운동장 살리기
학교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길 40
지도교사
최영은, 고종성

학생구성원
조서영, 최지수, 조예진, 김지영, 박세영, 이채은
박채윤, 서민우, 최소영, 도하연, 문지유, 박정아
하수정, 황수빈, 강민경, 임혜린, 김미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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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사한 풀들로 덮여진

있나요?

화단을 가꾸어 생기있는 화단으로 만들고,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텃밭을 가꾸어

우리 학교는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과 낡은 시설물 등으로 인해 곳곳에 버려

학생들의 운동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진 공간이 많으며, 특히 운동장은 삼면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리 소홀

또한 화단이나 텃밭을 가꾸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로만 이러한 활동을 전

과 관심 부족으로 풀들은 모두 고사되었고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가 그 곳들

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학교

을 가득 채우고 있다. 청소시간마다 운동장 청소 당번 학생들이 쓰레기를 치

주변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고, 할 일이 없어 길거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

우고는 있으나, 10분간의 청소시간과 3명의 당번 학생들로는 운동장을 깨끗

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의 경험을 활용해 텃밭과 화단을 가꾸는데 도움을 받고,

하게 만드는 건 역부족이고, 더구나 학생들의 운동장에 대한 인식이 더러운

또한 평소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아서 운동장 살리기

곳, 버려진 곳,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쓰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했다.

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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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작은 활동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 믿자!

우리 학교 운동장의 문제는 깨진 유리창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라

•	환경보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보다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작은 실천부터

생각해서 일단 깨끗하게 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
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학생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는 않을 것이

• 작은 실패에 뒷걸음치지 말자!

라고 생각했다. 이때 단순히 운동장 깨끗하게 사용하기와 같은 캠페인성 운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늘 상기하자!

동과 청소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고, 현재 황폐하고 버려진 느낌의 운동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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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자!

버려진 운동장 텃밭으로 만들기

첫 작물 수확
5월 26일, 버려진 운동장 한

7월 20일, 방울토마토를 첫 수확하였다. 폭염과 가뭄으로 크기도 작고, 수확량

켠을 텃밭으로 만들기 위해

도 적고, 당도도 떨어졌지만 첫 수확물이라 다들 즐겁게 작업하였다.

배양토를 붓고, 비료를 섞어
서 묵히는 작업을 하였다. 레
인보우 프로젝트를 위한 우리
의 첫 삽 뜨기 작업이라 학생
들 모두 큰 의미를 가지고 즐
겁게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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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첫 모종 심기
6월 2일, 일주일간 영양화작업을 통해 제법 비옥해진 텃밭에 첫 모종을 심었다.
학생들과 교내 원로선생님, 기술가정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병충해에 강하고 작
물수확의 기쁨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작물 선정하였다.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가지)

텃밭 재정비
9월 1일, 여름방학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 시들어 죽은 작물을 정리하고 텃밭
에 비료를 부어 텃밭 비옥화 작업을 하였다.

두 번째 모종 심기
10월 11일, 본교 체육선생님의 도움과 후원으로 배추 모종을 심었다.

텃밭 표지판 만들기
6월 16일, 새로운 텃밭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을 만들었다. 직접 아크릴 물감
으로 각자의 디자인 솜씨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 텃밭 꾸며보기
11월 9일, 학교 텃밭을 가꾸어 본 경험으로 개인 텃밭을 가꾸어 보기로 하였다.
가을과 겨울 동안 개인 작물을 잘 가꾸어 내년 봄에 텃밭에 옮겨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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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 학생회에 들어와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우리 주변의 환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튼튼한 모종을 심고 물을 잘 주는 것만이 다가

은 일상을 지내다 보니 주어진 환경에 익숙해져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따를 때는 아

했고, 그러다보니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어떤 과제로 레

침에 물을 줘도 점심때쯤 되면 흙이 바짝 말라서 상추, 아욱, 근대와 같은 푸성귀

인보우 프로젝트에 응모할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다보니 의외로 주

들은 금방 시들고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아침마다 물주기 당번을 정했는데

변에 많은 문제점들이 보였고, 그 문제들은 엄청난 능력과 거창한 계획이 아니

제한된 유네스코 학생회 인원으로서는 물주기 순번이 너무 자주 돌아오다 보니

라도 우리의 작은 실천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자칫 하루만 빼먹어도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이 때문에 친구들 간에도

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더구나 6, 7월에는 더위 때문에 점심 때와 방

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들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인식 변

과 후에도 물을 줬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너무 많이 주면 풀들이 다 녹아내리고,

화를 보면서 점점 우리가 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세계시민이

조금 주면 시들 뿐만 아니라 하루에 최대 3번까지 물을 줘야 하니 서로 서로 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들의 키만큼 커진 자존감

치는 기색이 역력해 동아리 내의 분위기마저 이상해지는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도 정말 큰 수확이었다.

했다. 텃밭 가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여름 방학 기간인데 단순히 텃밭에 물을 주
기 위해 학교에 나가는 것도 싫었고, 그렇다고 학교 경비 아저씨께 맡겨 놓는 것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2학기가 시작되고 다 망가진 텃밭을 다 갈아엎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면서 모든 활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 허탈감이 가장 힘들었

솔직히 우리들의 행동으로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

던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극복방법은 역시 유네스코 학생회원

끄럽다. 특히 지역사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이다. 하지만 공가와 폐가가 늘어

들끼리의 믿음과 협조, 협력 밖에 없는 것 같다.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가고 있는 학교 주변은 늘 우리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었는데 텃밭을 가꾸어

에도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을 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안 걸렸던 것은 바로 이

놓으니 주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구경삼아 놀러 오시기도 하고 가끔 우

런 서로에 대한 믿음과 협동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리가 키워놓은 고추와 상추를 뜯어가신 흔적들을 보면서 학교와 더불어 마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운동장 한켠에 버려진 땅에 식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운동장 쓰레기 투기가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또한 처음 텃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며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종종 우리 텃밭 얘기를 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세계시민이 도대체 뭐지?’

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도전에 대한 지지를 해주신 것이 인상깊었다.

였다. 동아리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유네스코학교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대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민이라는 개념이었다. 약 6개월간의 텃밭 가꾸기 활동과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의 개념은 잡았지만 동아리 친구들끼리 늘 ‘그게 뭔데?’라고 얘기됐던 건 세계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가지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게 해야 할까요?

이제야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세계시민

주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다. 동아리 지도 선생님을 제외하면 수업시간에

주제여야 할 뿐만 아니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사회 교과서에도 세계

텃밭이라는 소재는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라 처음에는 동네 할아

시민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었다.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버지, 할머니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계획했으나 학교 일과 중에는 학교

세계시민 개념이라든가 세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설명해 주는

안에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는 것을 간과해서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들이 학교 일과가 모두 끝나는 오후 늦게나 저녁에나 오셨고 텃밭을 가꾸는 작
업에는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왜 이 프로젝트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알리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또래들간의 프로젝트 알리기
는 다른 활동을 기획할 때 나온 의견인데 요즘 시대에 맞게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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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순간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니 옆에 있는 가족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있나요?

남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로 두었으면 좋겠다. 또 학교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

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학생으로서 세월

생하든 현명한 대처 방안을 내길 바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건을 다시 한번 생

호 사건에 대해 마음 아파했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건이었다. 우

각해보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뭐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말이다. 일어

리 삶에 있어서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매

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길 바라는 바이다.

사에 늘 조심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더욱 강조하는

참여하는 모두에게 다 같은 마음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힘이 되는 메시지를

계기가 되었다.

적는 그 순간만이라고 자신이, 자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또 세월호 희생자들은 넓게 보았을 때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바란다. 또 이웃 사람들이 세월호를 자기와 상관없는 남 일이라고 잊지 말고 진실을

우리와 우리 지역의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세월호

밝히는데 함께하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와 관련하여 여러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사회
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언제나 밝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자신의 삶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 옆에 늘

•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있을 땐 나서서 하자.

있을 것만 같았던 가족이 한 순간 사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 유가족들은 한없

• 공동체의식을 갖고 무엇이든 함께하려 노력하자.

이 큰 슬픔을 얻게 되었다. 그런 유가족들을 보며 우리도 함께 슬퍼했다. 평

• 모든 사람에 대해 동료애를 가지고 대하자.

소에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대했다면, 아주 조금은 덜 아프고, 후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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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자율 프로젝트 ‘우리의 기억으로 관계맺기’ 교내 홍보 및 캠페인 활동
6월 16일 우애부 친구들과 함께 등교 시간에 교문 뒤에서 캠페인 활동을 했다.
친구들에게 캠페인 내용을 설명하고 세월호 친구들에게 보낼 메세지를 적는 시
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세월호의 슬픔을 한번 더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생각보다 학교 친구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해 주어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캠페인이 무척 즐겁고 유익한 일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율 프로젝트 ‘우리의 기억으로 관계맺기’ 신촌 거리 캠페인 활동
10월 20일 ‘우리의 기억으로 관계맺기’ 2차 캠페인을 야외 지역사회에서 시행
하였다. 원래는 SNS와 연계하여 팔찌를 주는 캠페인으로 시작하였는데, SNS가
번거롭다보니 참여가 저조해 메시지를 적는 캠페인으로 조금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사람들도 세월호에 대해 한번 더 기억하고 자신의 삶과 주변사
람들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인터뷰 때보다도 더 많은 거절과
무시로 인해 무척 의기소침해지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해주시
는 시민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더욱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

자율 프로젝트 ‘세계시민 알리기’ 시민, 외국인 거리 인터뷰
9월 1일 신촌 거리 한복판에 나가 세계시민에 대한 일반 시민과 외국인 인터뷰
를 하였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계시민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데에 착안하여
인터뷰를 계획했다. 세계 시민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의견을 묻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시민들과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세계 시민
에 대해 알게 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활동을 하
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
다. 하지만 성공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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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보다 사람을 만나는데 적극적이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된 것 같다.
•	세계시민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활동하며 봉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	세계시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리더쉽이 향상된 것 같다. 또 실패에 익

•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인 SNS
에 홍보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
•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인을 통해 알린다거나 다른 학교와 협력해 같이
소통하는 것도 옳은 방법인 것 같다.
•	우리가 부끄럽고 어렵다 해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머뭇거리면 안된다고 생
각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해진 것 같아 성장한 느낌이다.
•	1년 전보다 우리 동네의 지역사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	남을 더 배려하게 됐고, 세계 시민 관련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인내를 배우고 성품이 더 너그러워진 것 같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

•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다보니 자신감도 붙고 수

었던 것 같다. 또 세계시민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잘 몰랐지만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에 대해 자
세히 알게 되었고, 세계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더 당당한
세계시민이 되고, 평화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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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두려웠지만 계속 해보니 이제는 좀 더 편
하게 할 수 있다.
•	야외 캠페인에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놀랐다. 성공요인은 학생
들이 적극적으로 잘 나누어준 데 있는 것 같다.
•	인터뷰 할 때 말 걸기가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 그래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	지역사회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 평소 전혀 생각하지 않던 것에 대해 생각
해보게 된 것 같다.
•	세계시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관련한 것에 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생기게 했다.
•	지나가면서 캠페인을 무시하지 않고 참여해주고, 세계시민을 보는 편견이 조
금 없어진 것 같다.
•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세계시민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토의도 하여서 세계시
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준 것 같다. 친밀도도 높아졌다.

다보니 할 수 있게 됐다. 성공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다.
•	인터뷰를 할 때 많이 거절을 당해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신촌에 나가 캠페인을 할 때가 어려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포스트잇에
써 달라고 할 때 2/3 정도가 무시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번 사람은 해주
겠지”라는 말을 계속 되새겨서 극복할 수 있었다.
•	캠페인을 할 때 사람들이 예상외로 참여를 잘 안해 주고 무시해서 힘들었다.
그런 무시를 기억하지 않고 넘겨버리려고 노력했다.
•	프로젝트를 하면서 캠페인이 쉬운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사람들과 만나
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 하지만 협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	한 80명의 시민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했다. 시민들이 세월호에 대해 한번 더

•	캠페인을 할 때 시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

생각하고, 유족분들을 추모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세월호를

나가는 것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 그 점이 힘들었다. 하지만 스스로 감정

생각하는 변화,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조절을 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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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인터뷰와 캠페인을 통해 직접 얼굴을 보며 소통하였다.

•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만

•	내 친구를 통해 이웃학교 아이들 몇몇에게 알려 소통하였다.
•	신촌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들면 더 오래 기억남을 것 같다.
•	좀 더 많은 외부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는

•	외국인 인터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세계시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프로젝트가 교내에서 진행될 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세월호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통

•	친구들이 우리가 활동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학교가 여

하였다.
•	SNS나 온라인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인터뷰도 더 많이 해
야 한다.

러 측면에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	학교 친구나 사람들이 우리 동아리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
면 좋겠다.
•	다른 학교나 단체와 좋은 일을 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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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Project
학교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로 143
지도교사
권정기

학생구성원
윤한비, 이현화, 강명서, 배소윤, 김현진, 변상진
정시현, 이상현, 박한별, 황채아, 정새연, 박세범
박서현, 윤한선, 김경모, 박윤서, 정예윤, 변상천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지역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	가정·학교·지역문화와 연계한 실천·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하여 바른 인성
함양과 더불어 건전한 가치관 확립
•	친환경 학교 추진을 통해 어려서부터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로 자연 친화적 생
활습관 정착 및 지속가능 환경보전 마인드 함양

우리가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지역고유 농업 문화를 선정하여 유네스코 회원
뿐만이 아닌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지역의 문화를 알려주고자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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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를 계획하였다.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 체험활동을 전개 과학, 기술·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박 등을 심어 함께 가꾼 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보존의식과 타인을 배려하

것이다. 또한, 학교 인근 농장과 협의하여 체험활동을 하고 수확한 작물은 학급에

는 태도로 자연 환경과 동화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과 의식 함양

서 음식 만드는 활동을 하고 수확한 작물을 가정에 나누어 주고 그 기쁨을 부모님

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호

•	체험활동을 통한 특색 있는 학교의 창의·인성교육 풍토 조성 및 체험활
동 활성화
•	환경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자연환경의 소중함
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태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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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8월)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8월 31일, 서울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 방문하여 ‘난민’을 주제로 모의 유네스코

지역문화인 농업의 다양함을 알기위해 다양한 모종과 씨앗을 심고 잘 자라는

총회를 진행하고 세계시민체험(세계시민 여권 만들기, 평화 글자 쓰기, 나의 세

모습을 그리며 물을 주기 시작했다.

계시민 유형찾기, 가상 난민 체험, 나만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만들기)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상상해 보는 즐거운 체
험을 하였다.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4월)
4월부터 학교 안에 텃밭을 조성하고 가꾸기 위해서 먼저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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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텃밭의 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삽, 쇠스랑 등을 이용하여 땅을 만들기 시
작했다.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방울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쌈채, 상추, 호박, 호이, 가지
등의 모종과 씨앗에 정기적으
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
는 등 꾸준히 관리를 하였다.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5월)

텃밭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정성의 결실로 얻은 상추와

4월부터 꾸준히 작업한 땅에 퇴비를 주고 비옥해지고 평평한 땅이 되도록 하기

방울 토마토 등을 수확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우리 지역문화의 현실과 농

위해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는 등 학교 안에 텃밭을 조성하고 가꾸어 프로젝트

민들의 생활에 작게나마 공감하고 자유롭게 학생들이 가꾼 열매나 채소를 수확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하여 프로젝트를 즐겼다.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5월)
텃밭의 땅이 비옥해지니 이제는 씨앗과 모종을 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워서 프로젝트 성공에 한걸음 다가서기 시작했다.

167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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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진행했던 유네스코와 관련된 체험이나 활동을 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학교 선·후배간에 믿음이 두터워지고, 서로를 돕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	직접 식물을 재배해봄으로써 식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생산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봄으로써 내가 한 활동들에서 보람을
찾게 되었으며, 지역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학교 일과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	학교 급식 때 음식을 남겼으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먹을만큼만 배식을 받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밥 한그릇 반찬 하나의 소중함
을 느끼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다보니 시간 할애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선생
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	성공 요인으로는 여러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교 전 교직원들의
도움과 관심이 있었기에 프로젝트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은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 있었다는 점이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	무심코 지나갔던 주변 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프로젝트를 진
행하면서 주변 식물, 곤충 등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	집에서 음식의 양을 알맞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도록 권유하였다.
•	이론적으로 배운 것보다 직접 재배하며 학생들이 수확의 결실을 느끼며 소중
함과 환경사랑을 알고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지역문화인 농업을 프로젝트의 기초로 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정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우리가 가꾸어야 할 식물재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듣고 이것을 바탕으로 텃밭을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진
행에 큰 도움을 받았고 소통이 유지되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이다.”
내가 바로 세계시민이기 때문이다.
심천중학교 윤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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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삼일중학교

버섯은 우리생활과 환경에 어떤 영양을 미칠까?
학교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26
지도교사
황하선

학생구성원
조수호, 황승민, 이다빈, 전다인, 이요하
김현경, 최선주, 오성아, 최민서, 김원종
박상수, 김홍권, 유윤영

협력파트너 : 여수시농촌지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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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 탐구활동 : 책을 보거나 주변에서 버섯을 10가지 이상 탐구한다.

버섯은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또 최

• 버섯 그림 그리기, 버섯 요리 익히기

근에는 암 등의 병을 극복하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교의 숲이 사라지

• 독버섯과 약용버섯 구별하기

고 지역의 숲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버섯은 하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들

• 재배되는 버섯 : 각종 국내에서 재배되는 버섯을 조사한다.

의 사라짐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웹에

• 자연환경과 버섯의 식생을 조사한다.

서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버섯의 생태를 살피고 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숲속에서 버섯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버섯을 길러보고 종류를 조사함으로써 버섯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지역의 숲 속에서 버섯의 역할을 파악하고(환경), 버섯을 이용한 생활 속의
요리를 해보며 그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버섯을 이용하여 각종 디자인을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버섯이 숲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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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7월 23일 구봉산으로 버섯탐구를 나갔다

나무에 붙어서 기생하는 버섯, 이 때는 버섯이 붙은 나무를 잘라 채취하였다.

평소에 사진으로만 보던 버섯을 보니 신기하고 사랑스러웠다.

버섯의 생태를 살피는 가운데 길가에서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은 나무 등걸에도 자라는 버섯을 발견하였다. 구름 버섯이라고 한다.

구봉산으로 버섯을 탐구하러 떠났다. 길이 가파르고 험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했
다. 무리지어 피어난 버섯을 채취하였다. 조심스럽게 채취한 버섯은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였다.

7월 23일 버섯 탐사 후 레인보우 클럽 회원들이 식사를 하며 그날의 여러 가지
산의 습도와 온도를 측정하였다. 온도와 습도는 버섯의 생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온도는 34도C, 습도 55%였다.
버섯은 산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더위
를 피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할 일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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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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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사,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프로젝트의 진행에서는 교사,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하

주변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버섯이 식물인가 동물인가도

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다. 버섯의 야생 생태를 환경과 연결시키는 작업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가 버섯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던 바, 버섯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까닭이다. 내년에

1, 2, 3학년 공히, 야생버섯과 재배하는 버섯사이에는 자라는 생태에 따라 현저

는 교내외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후속 연구를 통하여 소통하고자 한다.

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요리에도 쓰이고, 약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소홀이 여겼던 모든 것들이 소중한 자원의 일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로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 새삼 놀라게 된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버섯을 이용한 디자인도 다양하게 있었으며,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이야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며, 우표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소중한 버섯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어려움은 어떻게 야생버섯 자생지로 데리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고 갈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 식용 버섯이 많았고, 버섯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에 관한 책은 다양하나 우리들이 쉽게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책이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아쉬웠으며, 버섯을 채집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	우리들과 활동하면서 선생님께서도 버섯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다

것을 느꼈다.

며 격려를 해 주셨다.
•	가족들은 처음에는 “무슨 버섯연구냐!” 하셨지만 차츰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가지시게 되었고 버섯이 요리에 많이 쓰이게도 되어서 가족 건강과 농촌 살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리기에도 기여하였으며 환경과 인간을 지키는 훌륭한 재료가 버섯임을 알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되었다.

다음 연구에 고려할 점과 새로 연구할 사항을 열거하면 온도, 습도의 장기적이

•	친구들도 버섯의 생태에 관심을 가졌으며 버섯의 효능과 버섯이야기에도 관
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환경과 버섯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되었다.

며 주기적인 관찰 비교와 통계 처리, 버섯의 종류별 자라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
및 산성도 비교, 시기 별 나타나는 버섯의 종류와 빈도의 변화, 육지 지역과 섬

•	자연계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으며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기억하
고 환경을 보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지역의 버섯 생태와 집에서 버섯을 기르는 방법, 버섯요리 체험해보기 관련 연
구소 등의 강사를 청빙하여 강의 듣기 등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격려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소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않으면 분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삼일중학교 조수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공유이다.”
참된 시민은 그들이 가진 것을 공유하니까.
여수삼일중학교 황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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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학교

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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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지역의 고유 문화 살리기(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활동은

Our Common Future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고유한 가게들이 다시

부산, 전주 등 어디를 가든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살아나고 지역 간의 특색이 생길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거라 생각된다.

보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들이 사라지는 지역 획일화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 있는 문화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 획일화를 막자라는 취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지에서 선택하게 되었다.

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변화
를 만들어야 할 부분은 사람들이 지역 간의 획일화를 보고 심각성을 아는 것이라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고 생각했다. 지역 간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법과 같은 제도가 뒷

있나요?

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변화에 있어서의 가장 큰 첫

모든 사람들에겐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본 경험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은 불변하지 않

이 있을 것이다. 여행을 떠나서 원래 살던 곳에선 할 수 없던 볼거리도 즐기

은 진리라고 생각한다. 문화란 우리의 조상, 우리가 만들어낸 소중한 것이기 때문

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체험 활동도 해보며 여행을 즐긴다. 하지만, 최

에 후손인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 몇 년 동안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의 고유한 먹을 것을 체험하려 해도 우리
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관광지마다 상권을 잡고 있다. 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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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가게들이 대기업들에 의해 밀려나고, 문을 닫으며 점점 프랜차이즈 기

•	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프로젝트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

업들로 채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굳이 지역 별로 살펴보지 않아도 가
까운 한옥마을이나 북촌, 경복궁 근처만 가더라도 본래 거리를 메우고 있던
가게들은 사라진지 오래고, 대기업들의 프렌차이즈들만 보인다. 다수의 사람
들이 옛날 고유의 가게보단 좀 더 익숙한 기업들로 향하곤 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색 문화를 잃어버리
고, 어디를 가든 똑같은 곳에 살게 될 거라 생각하였다. Now Time to Ac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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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를 찾을 땐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만 이용한다.
•	동아리 부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마음
으로 임한다.
•	신뢰도 높은 자료 조사 후나, 활동 후에는 활동을 잊지 않도록 간단한 보고서
나 감상문을 작성한다.

STEP 1

STEP 4

주제를 도시경관의 획일화로 정함으로 획

매년진행해 온 어메이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 고유의 떡 소개 및 시식을

일화가 일어나는 이유들을 원인과 결과 나

2017 학생 유네스코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학생들은 본래 진행하던 어메이징 프

무를 만들기 전에 도식화함으로써 필요한

로젝트와 더불어 떡 문화 살리기에 동참을 하였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보들을 조사하기 앞서서 정리하였다.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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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역들의 고유 문
화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이유를 원인과 결과 나무
에 표시하며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STEP 3
• 주1회씩 모여 토론활동과 캠페인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	전반적인 동아리활동을 매년 진행되는 학교축제 『라온제나』를 통해 교내 학
생들에게 홍보하였다. 라온제나는 ‘즐거운 나’라는 뜻을 가진 동아리 발표회
를 겸한 학교 축제로, 올해는 7월 20일 여름방학전에 개최되었으며, 동아리
별 한 개씩의 부스를 맡아 한 학기동안 한 활동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Dear World 동아리에서는 유네스코 Rainbow Project를 주요 내용으로
판넬전시, 퀴즈와 상품증정(학생들이 직접 만든 엽서. 책갈피, 노트 등), 유머
퀴즈, 체험 활동을 함께하여 참여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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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전교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험을 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친 후 상품과 추첨 등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끌 수 있게 하였다. 퀴즈에

지역문화 부분인 Now Time to Act for Our Common Future 프로젝트는 사회시

서도 중간중간 유머를 넣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진행해 나갔다.

간에 수업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었다. 평소 사
람들이 그저 고가의 브랜드, 우리와 익숙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이용한다는 것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으로 우리의 고유문화가 사라진다는 부분이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 계기였다. 그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저 우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평소 봐왔던 것을 이용하였을 뿐인데, 그게 북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촌의 거리를 그저 도심의 시내와 비슷하게 만들게 되고, 울릉도에서 나는 오징

예상 외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가 대부분이어

어 같은 것도 흔히 집 앞 슈퍼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편하고, 빠르고, 국제

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다른 어려움은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 계획했던

적인 것, 일반적인 것...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들을 우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다하지 못한 점이다. 원래대로라면 자료를 찾아 홍보하고,

리가 지키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활동을 해보는 것까지 진행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외부에
나가 활동하는 부분이 미약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처가 불확실하지만 자료가 많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대략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적으로 분류한 후, 다양한 책을 참고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학교의 많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고, 떡을 시식해 봄으로써 서로간에 우

수행평가와 개인적인 학업시간 때문에 활동시간이 생각보다 적어서 프로젝트를

리나라 각 지역의 떡의 유래와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제

완성시키지 못한 것은 워크숍과 어메이징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으

를 정하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획일화의 문제점에

로 극복하였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에도 후배들과 함께 남은 과제들을 차근

대해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각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문화를 체험

차근 진행하여 내년에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보고, 소중한 우리 문화를 지키고 서로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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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동아리 활동시간이 좀 더 자유롭게, 또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 합동워크

학교에서 “라온제나”라는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학생들

숍과 같은 행사들을 통해 여러 다른 학교들의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모여

에게 소개하며, 퀴즈와 캠페인,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 동아리에서 실천해 왔던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선물상자이다.”
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영훈국제중학교 황희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멋있게 되고 싶은 존재이다.”
우리는 지구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간단한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돕는 것은 멋있는 것 같아 본받고 싶기 때문이다.
영훈국제중학교 임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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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현재 우리가 속한 지구촌에서는 국가 간에 빈부격차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있나요?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국가의 개혁으로 극복할 수 없

우리 동아리의 프로젝트 주제는 환경, 다문화, 경제정의로 우리 지역에서 대

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KOICA를 방문해 우리나라

표적으로 드러나는 갈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 원조 사업과 지구촌 협력 등에 대해 배웠다.

환경의 측면에서는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주민들의 대립이
있었는데,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와 근방의 아파트에서 다량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유해물질들이 검출되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 후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리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제인 환경, 다문화, 경제정의 뿐만 아니라 다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져 학교 앞에서 열병합 발전소의 거처에 대한 시

른 국제적 문제들까지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위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분쟁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평소에 막연히 알고만 있던 전 지구적인 환경과 에너

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는 것을 기대했다. 또한

다문화에 관련되어서는 양천구에 새터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만, 많은 이들이 이를 몰랐다는 사실과 특정 단지 주변이 이 아파트로 인해

알아보고 다른 이들에게 이를 홍보하며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다른 지역보다 주택 가격이나 개발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 후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며 존중

우리 지역의 분쟁 요소였다. 새터민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과 고정관념

하는 자세를 가져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 상호의존하며 발전할 수 있

들을 없애고, 더불어 다른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다

는 바탕을 만들고자 했다.

문화 체험을 했고 외교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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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견해와 지식 등을 넓히고 다소 생소한 개념인

동아리반 구성, 연간 계획 수립

경제정의에 대한 배경지식을 키워 공정무역이나 빈부격차 같은 것에 대해

2017년 공식적인 첫 동아리 활동으로 새로운 동아리 부원들과 서로를 알아가며 일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하며, 우리 지역의 시민의식을 높이는

년 동안의 활동내용을 계획해 보았다.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리 내용과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카페를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홍보하여 보편

주최 기관을 알아봄으로서 더욱 의지를 확고히 하였고 목표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적 문제의식을 키우려 했다.

좋은 기회로 삼았다. 또한 1, 2, 3학년을 골고루 분배하여 조를 구성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었나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3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8번의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다. 3월 22일에는 동아리 반을 구성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
하였고, 4월 12일에는 다문화 체험을 진행하였다. 5월 10일에는 전쟁과 여
성인권 박물관을 견학하였고, 6월 14일에는 코이카 지구촌 체험관을 견학

다문화 체험(중국의 음식을 만들고 시식해보기, 의상체험하기)

하였다. 7월 19일에는 유네스코 강사를 초빙하여 유네스코 세계시민 교육

국적이 중국이신 선생님께서 직접

의 강연을 들었고, 8월 30일에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 방문하여 이야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한 중국의 역

기가 있는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국제문

사, 인구, 언어, 문화 등을 알 수 있

화 이해를 위해 피켓 제작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학교에서 목

었다. 또한 모두가 참여하는 중국

동 번화가인 파리 공원까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외

음식 만들기(위샹로우쓰)를 직접

교부를 견학하여 외교관과의 대화 및 강연을 들었다.

경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
통의상(치파오)을 입어보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방문
풀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기 위해 전
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분들의 영상과 전시물
관람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직접 나비를 다짐의 말로
꾸며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방문

코이카 지구촌체험관 방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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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지구촌체험관 방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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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표 대외무상원조기관인 코이카의 지구촌 체험관에 방문하여 ‘아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코 이리스’라는 제목의 중앙아메리카 특별전을 체험하며 전통음식, 문화, 역사

지난 1년간의 국제문화이해반 활동은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등을 배웠다. 또한 2015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전지구적 목표, 지속가능발전 목표

되었다. KOICA 견학,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과 같은 국제문화이해동아리 활동

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인권문제, 다른 국가의 문화 이해뿐만 아니라 동아
리 활동을 통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지 배울 수 있었다. 유네스코 강의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유네스코에서 청소년 시민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세계시민의 정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원들을 이끌며 설명을 해주고 조별과제를 수행하며 협

의, 바람직한 자세, 갖추어야 할 여건 등에 관해 알려주시는 시간을 가졌다. 세

동하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다. 나아가 다양한 연간활동을 임원들과 계획하

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계시민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

고, 활동기록을 카페에 정기적으로 남기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

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부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글로벌 인재

조를 나누어서 같이 의사소통

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에 관한 놀이를 하면서 그 중
요성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으로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변화는 개개인의 삶의 태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 영향을 끼쳤다. 개인적으로 학생들 모두가 기존에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세계 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시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고정관념을 깨
고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세계 정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방문체험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 방문해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력, 풍력발

보고 우리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 10월에 진행된

전 등 대체에너지에 관해 배웠다. 드림센터 안에 에너지를 생산해 볼 수 있는 체

인권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주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역사

험들이 많아서 직접 작동해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수소 배터리로 움직이는 버스

회의 주된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한다.

를 같이 타며 미래의 에너지
계획도 짜볼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쓰레기 처리장에 방문하여 쓰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레기가 어떻게 분쇄되고 처리

게 해야 할까요?

되는 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준비했다. 경제정의,

던 좋은 기회였다.

다문화, 환경에 대해 공부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선배와 후배 모두 같이 조를 짜서 각 조가 다른 주제를 맡아
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유네스코 활동 홍보를 위한 피켓 제작 및 캠페인 활동

으로 캠페인을 준비했다. 피켓을 준비하여 전시하거나 퀴즈를 내서 푸는 사람들

1년간 다양하게 활동했던 기억을 되새기고 경제정의, 인권, 환경, 다문화 등에

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맡은 주

대한 책과 홍보물 등의 자료를 읽으면서 피켓을 제작했다. 학생들이 조를 짜서

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쌓였고 다른 사람들과 나

제작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피켓 제작을 위한 인터넷 검색, 자료 수집을 한

누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특히, 피켓을 제작한 것은 학교에 전시를 하였는데 학

다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미 있으면서 의미 있는 피켓을 제작하였다.

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보면서 배울 수 있었다.

그 후 학교를 나와 우

또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의 소통과 연

리 지역의 번화가인

계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학생들이 자신이 배우고 체험한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광장과 파리공원까지

더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연대감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캠페인 활동을 하였

더불어, 캠페인과 같은 활동도 학교끼리 협력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쑥스럽기도 했지

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만 보람 있는 활동이
었다.

177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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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 강사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신 것이 기대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처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주제에 적합한 활동들이 더 다양해지

음에는 강의만 들어 혹여나 동아리 부원이 지루해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는

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유네스코한국

데 강사님께서 다양한 활동과 결합하여 가르쳐주셔서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배

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운 것 같다. 또한, 강사님께서 우리가 직접 선택한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기

학생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

때문에 잘 배울 수 없는 부분들까지 알려주셔서 주제에 대한 이해력을 더 높일

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는

수 있었다. 다문화 체험 또한 성공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반면 소홀히 하는 친구들도 있다. 이러한 친구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목적이 무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어떤 민족들이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에

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알맞은 태도를 취하면 좋겠다.

대한 것을 탐구했었다. 주체적으로 만들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서 더 와 닿

또한,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국가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유한 나

았던 것 같다.

라이던, 가난한 나라이던 상관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점은 외부 체험을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인원이 많다보니 혼란

나라의 상태나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

스러운 부분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동아리는 3학년 대표 한 명을 기

신의 의견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도 자유롭게

준으로 조별로 나누어 이동하거나 차량을 지원해주는지 찾아보았다. 이러한 방

교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그리고 더

법을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넓은 범위로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희망이다.”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자라나면서 세계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촌중학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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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청중학교

세상을 보는 눈, 지역사회 세대 간 소통하기
학교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0
지도교사
김희선, 홍죽희

학생구성원
성지향, 고이삭, 김주원, 이선아, 변지혜, 변나현
강다현, 권태은, 강연우, 강승원, 이진혁, 이민우
최다인, 임찬빈, 김재용, 김지환, 김효진, 강다인
정성진, 이근수, 강수환, 김민재, 김문기, 김용수
양호민, 이주이, 강승혁, 김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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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에 2회 SUMMER FESTIVAL, WINTER FESTIVAL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

저청중학교는 제주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며 전교생이 30

한다. 이 시기에 저지리 노인회관, 청수리 노인회관에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

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학교이다. 현재, 외지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전교생

과 재능 나눔의 기쁨과 봉사 정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의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학
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올 한해 우리학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지역
사회 소통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역사, 자연환경, 전통문화, 지역
사회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학교 주변의 저지리, 청수리를 중심으
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재능 나눔의 행사를 통해서는 나눔의 기쁨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의 주인공임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제를 바
로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다양한 재능을 지역사회 축제행사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제주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마을 주변의 4·3사건 현장을 보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나의 꿈나무
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제주의 전통음식 문화를 계승하여 전 세계에 SNS를 통해 홍보하고 알리는 홍
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학교의 변화 :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조성
• 지역사회의 변화 :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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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노인회관 재능 나눔 행사
7월 19일, 저지리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댄스, 다우렁 밴드 공연, 노인들과 함께
하는 퀴즈, 독수리형제 노래자랑 등의 재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교와 지
역사회와의 연계로 이루어진 재능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과의 소통
의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들의 재능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
해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지역사회 세대 간 소통프로그램
3월 매주 수요일(4회)에 걸쳐 지역사회 전문가(임애덕박사)와 함께 조부모부모,
조부모, 지역사회 어르신과의 인터뷰와 영상촬영 등을 PPT, UCC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4.3사건을 이해, 지역의 역사,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

식구(19)day 자아성장프로그램

를 소통,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느끼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매달 19일 자신이 학교 교정에 심어놓은 꿈나무에 자신이 꿈과 진로를 적어 달

대한 역사이해뿐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아 놓은 후 매달 꿈나무의 성장모습과 칭찬 한마디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성장
의 기회가 되고 있다.
• 나무명 : 단감나무
• 처음 : 나무순이 조금보임. 잘 못 챙겨줌
• 키가 약간은 커짐. 잎파리가 많이 남

칭찬 한마디
“저기, 단감나무야 너의 처음에 본 모습과
달리 잎파리가 많이 생겼구나! 너도 나처럼

4·3유적지 탐방과 보리피자 만들기
5월 12일 제주 4·3유적지인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를 방문하여 엄마 품에서 죽
어간 아기들의 무덤인 너분숭이 애기무덤터, 옴팡밭, 기념관, 영상시청 등을 통
해 4·3의 아픈 상처가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은 느끼는 시간이었고, 낙천리
에서는 제주 밭에서 재배되는 보리 가루를 이용한 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
역사회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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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빠른 것 같구나 2주 동안 어떤 일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성장한 너의 모
습이 나에게는 매우 크게 느껴진단다! 나도 너처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는 사
람이 될게!”

행복한 등교맞이 HUG DAY
5월, 10월에 걸쳐 연 2회로 행복한 아침 등교 맞이 HUG DAY를 실시하였다. 5월
에는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여 학생자치회에서 나누어 주었고, 10월에는 ‘내 너
의 우산이 되어 줄게’라는 주제로 투명우산에 좋은 글귀 및 캐릭터를 서로 그려
주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산으로 길을 만들어 등
교하는 동료, 선후배, 교사들과 서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면서 격려하고 지
지하면서 학교공동체의식 함양과 더불어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저지리 에코파티 재능 나눔
9월 16일 저지리 에코파티 축제에 우리학교 댄스반, 밴드반이 재능 나눔의 행
사에 참여하였다. 매해마다 열리는 저지리 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로써의 역할을 느끼는 계기
가 되었다.

청수리 반딧불이 지역 축제 재능 기부
6월 7일 청수리 곶자왈 반딧불이 축제에 댄스동아리, 밴드동아리, 또한, 전교
생이 반딧불이 현장체험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를 통해 나누는 기쁨뿐만 아니라 청정한 지
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 음식문화 체험
9월 9일(금), 10월 27일(금)에 걸쳐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돔베고기, 고기국수,
빙떡만들기)을 통해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 식생활,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박이 넝쿨째로~
9월 12일 전교생이 진로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주변 텃밭에서 수확한 호박을 1인
1개의 숫자만큼 학교주변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청수리에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
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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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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해 저청중 동아리 전체 부원들 뿐만 아니라 선생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님들 모두가 변화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역사, 문

소규모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교생, 전교직원이 참여하여

화 등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프로젝트활동 중 마을의 어른들을 만나, 그들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다. 장점으로는 교육공동체 모

이 겪은 삶을 경청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갖는 고민과 문제점을 알

두가 주관하고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사회를 단기적으로 이해하는데

게 되었고, 아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굳건히 마을을 가꾸고 지켜낸 공동체적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단순한 유적지 순례가 아니라 조부모들을 통해 4.3사

인 삶의 지혜와 용기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문화유산의

건 관련 체험을 듣고 이해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Social Healing의 기회를 갖게

상징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되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전 교과 선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생님들과 관련 교과수업을 융합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통해 교과별 내용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요소를 추출하여 단순한 체험을 넘어 수업 속에서 feedback할 수 있었기 때문

교육 공동체의 변화

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방과후 등을 통해 배운

교사 - 지역사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유적지 발굴과 더불어 수업과

내용이나 물품들을 지역사회 축제나 노인회관 방문을 통해 재능 나눔 봉사의 기

연계한 융합수업을 통해 수업방법의 다양화, 현장수업의 기회 제공.

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학생 - 저청중학교 구성상 외지인들이 많은데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에 대한 앎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더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 자

의 기회제공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신의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역사회 -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축제 및 노인회관에
서의 공연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재능 나눔의 기회를 통한 긍정적인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학교 문화 조성.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보안되어야 할 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	프로젝트 선정 시 지속적이고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평가 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율 확대

게 해야 할까요?
•	제주의 역사 중 4.3사건은 아직도 상당한 아픔을 밖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감
추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학생들이 부모, 조부모와 인터뷰라는 솔직한

•	학교별 프로젝트 참가 학생의 비율과 프로젝트 비용 확대.
•	유네스코 협력 학교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협력 마을 지정도 함께 이루어졌으
면 함.

대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	올해부터 학생들의 재능 나눔을 지역사회 어르신으로 대상을 변경하여 프로

•	세계 시민교육에 적극적 지원 요구된다.

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어려운 점이 없었다.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을 정리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UCC,

<요구 사항>

PPT로 발표하게 하였고 지역사회 인터넷 신문(제주의 소리)를 통해 홍보하고

유네스코 협력학교로서 프로젝트를 한해는 진행했었으나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들어 업무에 지장이 크다.
요즘 학교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많은 애를 쓰
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간소화했으면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기억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되돌아 보며 현재의 올바른 삶을 생각하게 된다.
저청중학교 고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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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중학교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좋은 친구가 되자!
학교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
지도교사
황은혜, 임영희

학생구성원
이지우, 김하영, 석찬민, 김단비, 서윤희, 윤아영
이예나, 김소희, 이희원, 이정혁, 김시현, 서보경
고준혁, 김은송, 남유민, 신건호, 이연우, 차혜은
최유진, 최민석, 하지웅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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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부터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

있나요?

요하다. 차별하지 않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대화로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첫째,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학교에서부

공동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통해 가난한 지구촌 친구

터 나누게 되었다. 캠페인을 통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를 함부

들에게도 차별 없는 생명의 가치와 꿈을 나누며,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기

로 버리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대한다.

인식했다.
둘째, 봉사 및 나눔 캠페인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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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나이, 성별, 종교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람답

•	환경 보존 홍보 및 캠페인 활동 - 분리수거 잘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개인

게 살아가야 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부터 좋은

컵 사용하기,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활동(아침 등교

친구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 피켓 들고 홍보하기), 지역사회 환경보존 활동(사
능천, 사릉일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첫째,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습관을 길러야 한다.

•	인권 존중 홍보 및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 – 바른 언어 사용하기, 사랑나
눔 캠페인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물과 전기를

•	헌 옷 모으기 및 분류 기증하기 - 학기별 1회 헌옷 분류작업 및 기부하기

절약하는 실천적인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

•	유네스코의 날 행사 기획하고 참여하기

회의 환경에도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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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환경과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

네팔, 르완다 친구들 돕기 기금 마련 및 벼룩시장 활동

(생각나무로 그려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과 환경)

(체육대회는 뜨겁게, 마음은 따뜻하게, 르완다를 돕자!)

3월 24일 레인보우 세계시민반 학생들이 모둠별로 모여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

전교직원, 학부모, 학생회,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5월 18일 네팔, 르완다 돕기

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서로 토의해보는 시간

기금마련 및 벼룩시장활동을 실시했다. 학생, 학부모, 전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을 가졌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각종 캠페

함께 한 행사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많은 기금이 마련되어 유네스코한

인 활동과 홍보 활동 등에 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국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변화의 시작은 관심이며 환경과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
5월 11~13일까지, 10월 17~19일 2차례 레인보우 세계시민 동아리반 학생들과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

유네스코 평화반과 함께 4월 21일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캠페인 활동

해 바르고 고운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권면에서 학생들이

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학교주변과 사능천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환경

학교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보존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태도가 부족하드는 생각이 들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었는데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
가 되었다.

친구 사랑 나눔 캠페인 활동
유네스코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이 참여
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아리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사랑의 편
지지를 만들고 9월 18~21일 점심시간 동안 그동안 고마웠던 친구와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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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편지를 썼다. 유네스코 평화의 날(9월 21일)을 맞이하여 동아리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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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편지지와 초콜릿을 배달하는 행사를 하였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레인보우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오염, 인권 등의 세계적인 문제를 더

친환경 비누 만들기(얼굴 깨끗, 환경 깨끗, 지구 깨끗)

자세히 알게 되었고 관심도 가지게 되었다.” (김단비 1학년)

9월 22일 레인보우 세계시민반 학생들이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보면서 환경보

이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계에서 일어나던 문제는 나랑 관련 없는 일이

전의 중요성과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

야” 라며 넘겼지만 동아리에 들어오고 프로젝트 주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

다. 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비누는 10월 27일 학교축제 드림희망 가게 운영 시

면서 세계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변일도

판매하여 수익금을 아프리카 교육지원 기금 마련에 기부하여 인권과 환경을 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제는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환경과 인권뿐만

꺼번에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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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이 되는 일이 그리 어렵고 멀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나는 1년간 글로벌 이슈를 보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
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힘써서 도울 것이다.”
(석찬민 1학년)
선생님 : 우리가 캠페인 활동이나 벼룩시장 활동 등을 할 때 따뜻한 격려의 말씀
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다.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셔서 뿌듯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족 :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 좀 더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마음도 많아져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내가 달라지니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흐
뭇해하고 친환경 비누와 같은 결과물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셨다.
지역사회 : 솔직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벼룩시장활동 등을 할 때

네팔, 르완다 교육지원 기금 마련 및 드림희망가게 운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고 지역 신문에 우리의 활동이 소개되어 더 많은 사

(축제는 열정으로, 마음은 사랑으로, 르완다를 돕자!)

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기뻤다. 이런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큰

1학기 교내체육대회(5월 18일)에 이어 10월 27일 학교축제 한울제 때에도 아프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리카 교육지원 기금 마련 드림희망 가게를 운영하여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르
완다 교육지원 기금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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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는 계
기가 되었다.” (서윤희 1학년)
프로젝트와 관련해 교내를 중심으로 더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프로
젝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고 특히 아프리카 르완다 돕기 활동
을 통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사회에 우리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
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교나 지역사
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
는 일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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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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 르완다, 네팔 드림희망가게와 벼룩시장을 통해서 학생과, 선생님, 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모님이 한마음이 되어 축제를 통해 번 돈을 기부하고 서로 안쓰러워하며 마음

“교내 활동도 좋지만 여건이 된다면 외부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고 지역

을 알아주는 등 변화가 생겼다.” (이예나 1학년)

사회와 연계하여 활동을 하면 좋겠다.” (김소희 1학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가 막막하고 평소에 많은 관심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려웠고 우리끼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알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가 다같이

프로젝트를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다소 어려웠지만 막상 수행할 때는

노력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더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특히 아프리카 르완다 돕기를 위한 피켓 홍보 활동, 학급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홍보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협조로

않아야 한다. 평소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꾸준한

잘 진행이 된 것 같다.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피아노다.”
혼자서 청소년 세계시민에 있으면 파이팅을 외쳐도 낮은 음으로 소리가 작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모여지면 음이 높아지고 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진건중학교 이예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의지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신분으로 의지를 불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진건중학교 서윤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배움이다.”
동아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건중학교 이정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무이다.”
내가 도움으로써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건중학교 최유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디딤돌이다.”
나를 희생함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건중학교 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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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중 인성교육 프로젝트 PRIDE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창출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827
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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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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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수행해서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데 선봉의 역할을 하였다.

있나요?

청구 Patrol 제도를 만들어 선배가 후배를 사랑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점심

청구중 인성교육 프로젝트 PRIDE의 의미는 ‘P’ Polite Greeting(공수인사), ‘R’

시간에 당번을 짜서 교실을 순회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경우 적극 개입하여 말리

Respectful Words(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I’ Identity(자아정체성-智, 德,

고 심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하였다. 등교시간에도 교통지도를 하여 안전

體 향상), ‘D’ Decreasing School Violence Campaign(학교 폭력 줄이기 운

한 등교문화를 만드는 데 공헌하였다.

동), ‘E’ Environment Guard(환경지킴이 및 개인위생능력향상, patrol)를 의미
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평화로운 학교문화 창출 및 개인능력향상을 위
한 것이다. 이런 제도를 타교나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위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민을 위한 먼저 인사하기 홍보를 하였으며, 폭력
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학교에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대처목록을 작성하여 적극 개입하여
말리고, 한 학생은 선생님께 알리는 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실시하였다. 이런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폭력 일수 50일, 100일, 150일을 기념
하여 학년 단위로 간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노고에 대하여 보상하였다.
환경지킴이 역할을 신설하여 전교생이 역할을 수행하여 쓰레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점심시
간마다 환경지킴이 역할을 학생에게 맡게 하여 캠퍼스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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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3월 2일 입학식 뒤 신입생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여 원만한 인간관계

청구중학교 PRIDE 프로젝트에 관

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위의 도움을 얻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비폭력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건전한 성장에는 주변환경의 청결함이 중요하므로 자기 주변 청결운동을
시작으로 학교 캠퍼스 청결운동으로 전개하고 가정에서의 청결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자기방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교실, 학교, 가정이 보
다 청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대구광역시가 유네스코 창의음악도시로

3월 28일 청구중학교 PRIDE Patrol 발대식 실시

선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손님맞이에 반드시 필요한 청결운동을 제의하여

3학년 학생 20명이 참가하여 3월 29일부터 후배들을 지도하였다.

중구중학생들의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적극 홍보하였다.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기 위한 Patrol 활동으로 선배는 후배를 사랑으로 지
도하고 후배는 선배의 좋은 점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하여 평화를 추구하
는 학교로 만들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었나요?
• 먼저 인사하기
•	교사는 먼저 따뜻한 사랑, 뜨거운 열정, 튼튼한 실력으로 학생을 지도
한다.
• 학교의 전 교육활동의 기본은 ‘사람됨’을 중시한다.

3월 28일 청구중학교 PRIDE 환경지킴이 발대식 실시

• 체험활동을 통해 기초, 기본질서의 생활화를 이룬다.

1, 2학년 학생 36명이 참가하여 3월 29일부터 학교 안 밖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

•	4행(수업집중, 질서, 칭찬, 인사), 4무(흡연, 폭력, 욕설, 휴지)의 구체적

하였다. 3월 28일 청구중학교 PRIDE 환경지킴이 1, 2학년 학생 36명이 환경정화활

인 행동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한다.

동을 실시하고 있다.

•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독서를 생활화 한다. 매일 아침 독서 10
분 운동에 적극 참석한다.

3월 28일 이후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유네스코 이념을 전달하는 팻말을 들고
교문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18일 1, 2학년 42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일수 50일을 맞이하여 기념품
전달식을 가졌다. 6월 23일 3학년 20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일수 50일을 맞
이하여 기념품 전달식을 가졌다.
3월 28일 이후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개선을 위한 ‘Free Hug Day’ 운영하
였다.
7월 17일 유네스코 전 지구적 과제
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글쓰
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전 학년 학
생 중 70명이 참가하여 우수작 7
학교폭력 없는 일수 50일 맞이 기념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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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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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됨으로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한 관심도가 향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상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력 또한 향상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세계시민으로서 진입하는 단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평소의 나는 그저 평

자 중학생으로만 바라보다 지구촌을 세계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니 새롭게 느껴졌

범한 학생에 불과하였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시

고, 그로 인해 앞으로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도 굳게 다지게 되었다.

기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설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점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서 서로의 힘든 점을 공유하고 조언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나의 변화가 나 개인만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예로는 함께 뉴스를 같이 보던 가족들과 세계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적으로 끼치는 사건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약간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토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 세

이번 프로젝트는 나에게 처음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져다준 아주 소중

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욱 광활하고 다양

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주 멋지고 완벽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

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로젝트가 더욱 발전하려면 우선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이 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면 많은 이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함께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사회, 더 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아가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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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로젝트의 비전, 목적 등을 확실하게 짚고 알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하

게 해야 할까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지역사
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과 갈등들을 세계시민으로서 바라보고 소통하니 더
욱 섬세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진행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과 기를 수 있는 능력,
함께 나눌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것을 활발한 캠페인을 통해 누
구든지 남녀노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글쓰기 대회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믿어 주는 사람이다.”
믿음은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청구중학교 임현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
학교생활은 우리성장의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청구중학교 윤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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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중학교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가꾸기
학교주소
경기도 평택시 탄현1로 155
지도교사
최일호, 정다은

학생구성원
조원창, 임하영, 조미란, 이태웅, 조민주, 최수아
황윤정, 이연재, 김태주, 윤채연, 추상윤, 김태현
오강현, 양하은, 유승민, 이여진, 홍유진, 조유진
최수민, 김유은, 김동우, 김이루, 태유정, 이수민
차현호, 이민주, 양예은, 손정민, 김도훈, 안예준
김유현, 박혜림, 이정민, 김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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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타인의 의견과 사고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송탄지역은 미군부대가 있어서 평소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는 있으나 서

장점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매월 셋째 주 지역사회 정화활동을 할 때 적극적인

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도 어렵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나 기회가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많지 않았다. 미군부대의 자원봉사자들과 어울려서 같이 지역사회의 환경
을 정화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간식도 같이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작게는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고 크게는 그동안 느껴왔던 미군들에 대한 이질감을 같이 활
동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의 분
위기를 밝게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외국인들과 교류하면
서 문화 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글로벌 의식을 가진 학생들
로 활동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미군봉사자들과 함께 한 간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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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8일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아침 9시~오후 1시까지에 송탄 신장동 일대를 미군 자원봉사자들과 함

햇볕이 내리쬐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쓰레게 더미를 미군봉사자들과 함께 적극

께 정화 활동을 하였다.

적으로 청소하고 있다.

2017년 4월 15일

2017년 8월 19일

신입생들과 더불어 토요일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군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 후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다.

2017년 5월 20일

2017년 9월 16일

화단에 난 잡초도 제거하면서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였다.

열심히 봉사 활동 한 후 선후배, 미군봉사자들과 함께 간식 시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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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2017년 10월 21일
각자 모은 쓰레기를 같이 협력하여 취합하고 있다.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아침에 전교생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미군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
동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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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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 같이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

게 해야 할까요?

었다. 처음 지역사회 정화활동을 할 때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거리에 버려진 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와 소통은 하지 못하였지만 매번 활동

배꽁초와 쓰레기 더미들을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지에

후 학교 홈페이지에 활동사진을 게시하여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께 알리려 노

대한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매달 밝은 얼굴 표정으로 타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력하였다. 앞으로 여러 장소를 미리 답사하여 봉사하는 곳을 확대해 나가고 지

오산미군부대 군인들을 보면서 봉사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거리를

역사회에서도 봉사하고 싶은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활동한다면 학생들이 지역

청소할 때 지역주민들의 칭찬과 격려로 뿌듯한 한 해였고 정화활동을 하자 점

의 여러 장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사회 어르신들과도 소통할 수 있으

점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나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리라 기대된다. 또한 어르신들도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서 서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가장 큰 생각의 변화는 외국인들과 말도 걸어보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 싶고 가깝게 지내고도 싶으나 영어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친구들과 어
울려 장난처럼 대하거나 고작 “Hello!”라는 인사정도만 하고 흘끔흘끔 보아왔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데 정화활동을 통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봉사 후 레크레이션 활동도 같이 하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외국인들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야외에서 하는 정화활동이 주가 되다보니 안전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매달 학생

아닌 같은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들이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모임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다행히 사고가

관광객들과 직업을 위해서 머무는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우리 유네스코 회원들

없었다. 다른 어려운 점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활동이고 미군봉사자들이 바뀔 때

은 따뜻하게 대해서 좋은 한국의 인상을 널리 펴리라 다짐해 볼 수 있는 한 해

가 많아서 유대감이 떨어져서 서로 서먹해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때가 있다. 그래

였다.

서 학생과 미군으로 구성된 조를 만들어, 조별로 색깔을 달리하였다. 이름을 적
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서로 이름을 부르고 소그룹으로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게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여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봉사활동 후에도 여러 레크레이션 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동을 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동안 자신 위주로 생활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
을 보시고 학부모님들은 만족해하셨고, 지역주민들도 여러 학생들과 외국인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도 많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이 부드러워졌다. 선생님들 또한 봉사활동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교육 및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봉사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지도해 주셨고, 학부모님들 또한 매달 있

지금까지는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캠페인

는 세 번째 주 토요일 봉사 일정을 집안 일정과 겹치지 않게 조율해 주셔서 학

활동과 전시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학교에 알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생들이 연초에 한 다짐을 잘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정화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감문을 써 보거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서 적극
적으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린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내가 먼저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나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더 가까워짐을 느끼기 때문이다.
태광중학교 김현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작은 일 하나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할 일을 찾을 수 있으며 정화활동을 하면서
서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외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태광중학교 조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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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중학교

Butterfly Effect (나비효과)
학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43
지도교사
신윤경, 임미선, 구자의, 이혜원

학생구성원
이유진 외 68명(3학년)
김나연 외 58명(2학년)
이다은 외 28명(1학년)

협력파트너 : 세종 유네스코학교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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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보면서 한번 더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있나요?

었다. 이런 개개인의 작은 변화가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우리가 사

이 프로젝트는 나의 변화를 우리의 변화, 나아가 세계의 변화와 연결시켜 볼

는 세계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이 세계가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우리 삶과 우리 학교, 우리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어 있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는 ‘나비효과’와 같은 것이었다. 한 나비의

한솔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처럼, 거대한 변화는 모두

이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공동의 문제라

하나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는 것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무지개빛 작은 날개짓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와 다른 친구, 우

이를 위해서 우리 동아리 학생뿐만 아니라 전교생 및 우리 지역 주민들도 참

리 학교, 우리 지역,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여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또한 평화, 환경, 인권, 경제정의와 관련된 캠페인 활동들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개개인의 관심사는 물론, 우리 삶과,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성취감과 도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3월에는 지구촌 불

정신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었고, 작은 활동들이 모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큰 변화

끄기 Earth Hour를 맞이해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불끄기 인증샷 이벤트와

를 가져왔다고 믿게 되었다.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 길을 가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우리가 들고 있는 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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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3월, The month of earth hour

었나요?

3월 25일 Earth Hour를 홍보하고 지구와 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캠페인

이 프로젝트에서 한솔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는 4개의 주제(평화, 인권,

을 진행하였다. 아침 등교시간, 점심시간에 ‘Save Energy’ 에너지송을 부르는

환경, 경제정의)를 바탕으로 10가지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였

플래시몹을 진행하였고, 방과후에는 학교 주변을 돌면서 에너지송을 부르는 플

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월별로 또는 수시로 캠페인 활동을 벌일 계획을

래시몹을 실시하였다.

세웠다.
•	누가 : 유네스코 동아리 158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동참하고
자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일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 : 3~12월
•	어디서 : 본교 옥상(도시농부), 교내 및 학교 주변 지역(월별 세계의 날
캠페인)
•	무엇을 : 도시농부활동(3~12월), 3월(지구촌 불끄기), 4월(지구의 날지구와 나의 약속), 5월(세계 가정의 날), 6월(세계 환경의 날), 7월(기
부의 날, 파머스마켓 및 업사이클링 데이), 잔반ZERO 캠페인(4~10
월), 에너지절감 암행어사 활동(6~12월)
•	어떻게 : 각 캠페인별로 참여 희망을 받아 프로젝트 모임을 추진. 참여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도록 하며, 모든 활동

4월, 지구의 날 - 지구와 나의 약속

이 끝난 후 회의를 통해 개선할 점에 대해 토의 및 토론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	왜 : 평화·인권·환경·경제정의와 관련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스스로가 조금씩 노력하여 지구를 보

통해 나와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

호하고 지키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

치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행하였다. ‘지구와 나의 약속’이라는 이

주기 위해

름으로 진행된 캠페인에서 유네스코

•	누구와 함께 : 전교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동아리 학생들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
는 일상 속 작은 노력들-예를 들어, 계
단 사용하기, 냉난방기구 사용시간 줄
이기 등-을 적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손도장을 찍어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독
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4~10월, 잔반ZERO 캠페인
‘잔반 ZERO 캠페인’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동안 이루어진 잔반없애기 캠페인
이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조를 짜고, 역할을 정하여 매주 수요일 점심시
간마다 잔반 ZERO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잔반을 깨끗하게 먹은 학생들에게 스
티커를 주고 각 반별로 스티커를 붙이게 독려하였다. 매주 스티커 개수를 집계
하여 10월 학년별로 최우수학급을 지정해 시상을 하였다.

5월, The month of family
5월 15일 세계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의 우체통 행사를 진행하였다. 유네스
코 동아리 학생들은 사랑의 우체통을 만들어 각 학년별로 전시하였고, 우체통을
이용해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홍
보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사랑의 우체부로 변하여 익명의 감사 편지를 배달하였
다. 뿐만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사 메시지를 쓰고 사진을 찍어 이를 동영
잔반 ZERO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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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제작한 후 1층 로비에 게시하였다.

기, 봉숭아 물들이기, 애플민트를 활용한 모히또, 카나페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
을 체험했었다.

사랑의 우체통 행사를 진행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병화분을 제작하여 강낭콩 재배, 텃밭 이름표 만들기, 난황유, 압화로 액자 만들

7월, Dream Campaign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조하여 드림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

6~10월, The month of ‘Save Energy’

생들을 대상으로 드림캠페인의 취지,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물품을 기부하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에너지절감을 독려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은

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 드림캠페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스티커는 각 반에 2~3개씩 배부되었으며, 냉난방기 전원

전액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쓰일 것이다.

옆, 문 옆에 붙여 학생들 및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에너지절감 암행어사 활동은 연초 계획에 없던 부분이었으나, 유네스코 동아리

8월, 세종 유네스코학교 환경사랑 다짐 한마당

학생들의 회의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 캠페인이다. 에너지절감 암행어사로 지원

세종시 연합 초중고 유네스코학교들이 모여 환경사랑 다짐 한마당을 개최하였

한 동아리 학생들은 학년별로 조를 짜고 날짜를 정한 후 에너지절감 암행어사

다. 한솔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서 사례발표를 맡게 되어

활동을 실시하였다. 에너지절감 암행어사들은 에너지절감 체크리스트를 바탕으

그동안 활동해온 캠페인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하게 되었고 큰 호응을

로 각 학급에서 냉난방 전원끄기, 냉난방 중 문 닫기 등 체크리스트 요소를 선

얻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다

정하여 체계적으로 암행어사 활동을 이어갔다. 에너지절감 매달 최우수 학급으

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활

로 선정된 학급에는 전체 상점을 부상으로 제공하여 에너지절감을 생활화할 것

동을 해왔는지 서로 배울 수

을 독려하고 있다.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주어진 환경 주제에 대해 다
른 학생들과 깊이 있는 토론
을 할 수 있었다.

9월, 환경사랑 캠페인
8월 유네스코학교들과 연합하여 환경사랑 행사를 마치고나서 학교내에서의 환경
사랑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을 통하여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3~12월, The month of farmers’ market
우리학교의 도시농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울러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져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4층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개방된 옥상에서 텃밭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도시농부 활동은 주로 방과 후 시간에 진행되며, 모종을 심고,
밭을 매고, 풀을 뽑고, 지지대를 세우고, 물을 주면서 가지, 수박, 토마토, 당근,
깻잎, 애플민트, 봉숭아 등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키
우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시는 선생님과 함께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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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대해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쓰다보니 평

•	세종 유네스코학교들이 참여하는 ‘환경사랑 다짐 한마당’에 참가하여 다른 학
교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아보았고, 우리 학교에서 그동안 했던 활동
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환경에 대
해 다함께 토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	작년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할 때마다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보람차고 행복한 감정을 덕분에 자주 느끼게 되었다.
•	프로젝트 계획에 생각 없이 참여하기보다는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게
되었고, 활동 역할이 이해가 잘 안돼서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세세한 설
명과 함께 이끌어 줄 수 있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5월 사랑의 우체통 캠페인 활동에서 1학년들의 참여도는 높았지만, 2~3학년
들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저조했던 것과 7월 드림캠페인 활동에서 기부받은

•	1, 2학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3학년이 되어서는 적극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5월 사랑의 우체통 캠페인 진행 후

참여하면서 유네스코 활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유네스코 뿐만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다음 캠페인부터는 홍보 활동을 충분히, 그리고 다각도로 진행

다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환경에 대해 내가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달았
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했던 환경보호 약속들을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중이다.

하기로 하였다. 7월 드림캠페인 때 물건의 가격책정은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인터넷으로 물건의 최저가를 검색하면서 가격 책정을 했다.
•	드림캠페인 활동 시 학생회 친구들과 활동시기, 활동영역, 목적이 많은 부분
겹치게 되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다. 따로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을 마
음을 모아 서로 협동하고 조율하며 캠페인을 무사히 끝마쳤던 것이 기억에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	친구들이 유네스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부활동에도 관
심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기른 것 같다.

남는다.
•	어스아워 캠페인 때 마을 주변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행진을 하는 것이 창
피했지만, 마을 주민분들이 응원해주셔서 힘을 내서 캠페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3월 Earth Hour 캠페인을 할 때 내가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를 때마다 사람들

•	지구의 날 이벤트로 ‘세이브 에너지’를 아침에 학교 안에서 불렀지만 처음에

이 환경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았고,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할 때마다 친

학생들이 무관심해서 속상했다. 아침 캠페인이 끝나고 아이들과 회의하면서

구들이 유네스코 동아리를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다. 사소한 영향이지만

점심시간에는 더 크게 불러보자고 서로 격려하였다. 그 결과 나중에는 같이

나는 이것들이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다.

불러주는 아이들도 있어서 뿌듯했다.

•	학교에서만 활동하다가 학교주변 아파트 단지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학
교 주변 주민들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예: Earth Hour)에 대해 알게 되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고, 그 중 실천까지 하는 사람도 증가하였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	지구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부른 ‘에너지송’을 친구들이 따라 부르며 에
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도 언제 어디로 가야할지 공지를 못 받아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꽤 있었다. 방송으로만 공지하지 말고, 각 반의 담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드림캠페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에
홍보 전단지를 붙인 것이다.
•	드림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포스터 제작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었으
며, 앞으로는 홍보시간을 길고 얕게 잡지 말고 짧고 굵게 하여 사람들의 기대
감을 진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이 많았는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침 조회시간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조회시간에 각 반을 돌면서 캠페인 활동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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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아침 조회·종례 시간에 자세하게 공지해줬으면 좋겠다.
•	캠페인을 진행할 때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 친
구들이 캠페인을 할 때 관심을 가져서 참여해주면 즐거움이 더 커지기 때문
이다.
•	다른 유네스코학교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학교 방송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싶은데 잘 통보를
못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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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많다. 그래서 청소년 도슨트 활동을 통해 함창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함창을 다

있나요?

른 지역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애향심을 북돋을 것이다. 또한, 함창을 좀 더 활기차

함창지역은 한때 2만 명이 넘는 읍단위 농촌지역이었지만 현재는 6천 명으

게 만들고 싶다. 전국에 수많은 벽화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잘 홍보가 된 곳은 전

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고령화가 빨리 진

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함창은 과거에 큰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인

행되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 지역의 활기가 모자랐는데, 2014년에 문화

구가 줄어들어 활기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함창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가 중심이

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함창

되어 함창마을미술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함창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

마을 곳곳에 미술작품이 전시되고, 아트로드투어를 하는 관광객이 생기면서

또한 2016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함창 아트로드 퍼레이드 활동을 정례화 하여

지역의 활기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주변

함창중학교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싶다.

사람들도 많이 알지 못하고 관광객의 숫자도 극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마을
미술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홍보하여 지역의 활기를 북돋기 위해 작년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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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하여 함창 도슨트 활동을 공고히 하

함창의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

려고 한다.

하다. 문화유산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할 것이다. 함창마을미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이기

‘함창 도슨트 101’ 활동을 통해 함창중학교 학생들이 함창에 대한 애향심을

때문에 사무국과 연계된 활동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

가지게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함창에 대

하였다.

도움을 받아 문화유산에 대한 공부를 우선하고 지역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 특별한 기억이 없다. 함창에 마을미술이 설치되어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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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첫째, 함창마을미술 공부하기. 함창마을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1. 유네스코학교의 이해

때문에 마을미술을 배워야 한다. 함창마을미술프로젝트 사무국에 연락을 취해

유네스코 이념 문자도 그리기

도슨트 선생님과 함께 아트로드투어를 하면서 함창 어느 곳에 마을미술이 있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네스코학교의 날을 정하여 유네스코학교

는지,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하는 협동미술은 무엇인지 배울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유네스코 이념을 배웠다. 학생들이 친숙하고 재미있게 여

것이다.

길 수 있게 평화, 인권 등 문자도 그리기를 통해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교육을

둘째, 함창마을미술 보호하기.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함창마을 미술

하였다.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함창 곳곳에 미술작품이 있기 때문에
자주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활동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 문자도 그리기

우리가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 인권 등을 전파하기 위해 평화와 이념을 외국어로 찾

셋째, 협동미술하기. 작가들이 만들어준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을미술

아보고 여러 외국어로 문자도를 그렸다.

을 꾸미는데 협조하기 위해 협동미술을 계획하였다. 사무국을 통해 협동미술을
위해 작가분들을 만나기로 하였고, 같이 만들고 전시하기로 하였다.

국제이해교육 - 모의 유엔대회

넷째, 다른 지역에 홍보하기. 상주 시내, 점촌 지역의 사람들도 함창마을미술에

유네스코학교의 일원으로서 유네스코 및 유엔의 역할을 체험하기 위해 모의 유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홍보를 할 것이다. 부모님이나 친구들

엔회의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여러 국가의 대표가 되어 각자 자신의 국가를

과 함께 아트로드투어를 하고 우리가 직접 미술작품들을 설명해 줄 계획이다.

대변하는 토론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국가 간의 의견 차이를 배
우고, 국가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배웠다.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신
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

• 모의 유엔회의
북한 핵무기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6개국 모의 유엔회의를 실시하
였다. 6자회담과 같은 국가 구성으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만들었다.

세계문화유산 모형만들기
지역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마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세계문
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과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세
계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세계문화유산을 찾아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두 차례의 모형 만들기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

• 문화유산 모형 만들기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도를 나
누어 주고 지도에 있는 문화

문자도 그리기

유산을 직접 제작해 보는 시
간을 가졌다.

교직원 다문화 교육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직원에게도 유네스코의 이념
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
문화 강사를 초청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상태,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다문화 교육의 실천방안 등을 함께 토론
해 보았다.
모의 유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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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미술하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다문화 강사를 초빙하여 다문화 이해 교직원 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무국과 협동미술을 진행하였다. 협동미술작품들은 모두 함

육을 실시하였다.

창 지역에 전시되어 함창 마을미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협동미술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위해 사무국과 협동미술을 진행하였다. 미술작가들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미술작품을 만들고 마을 곳곳에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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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다문화 교육

2. 함창 도슨트 101
마을미술 이해하기
함창중학교가 있는 함창지역은 옛 고령가야가 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삼국시대
고분군, 전고령가야왕릉, 통일신라시대 석불 등 많은 역사문화재가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함

마을미술 홍보하기

창 지역 곳곳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마을미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내에서 아트로드투어를 진행하였고, 친구들과

• 함창마을미술 교육

레이드를 진행하였다.

선생님들에게 홍보하였다. 또한 사무국과 함께 10월 25일(수) 함창마을미술 퍼

함창지역은 마을미술프로젝트
를 운영하고 있어 마을 곳곳
에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사무국과 연락하여 아트로드
투어를 진행하여 마을미술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애향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마을미술 보호하기
함창마을미술 프로젝트는 함창 지역 곳곳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환경정화하기
가 어렵다. 함창중학교는 함창역, 함창미술공작소, 함창전통시장 주변의 정화활
동을 통해 마을미술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였다.

• 함창마을미술 환경정화활동
아트로드투어와 함께 함창마
을 미술프로젝트의 작품들이
전시된 곳 주변을 돌아다니며
환경정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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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외국어를 잘하고 외국친구를 사귀어야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세계시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문화유산을 아끼

다행히 마을미술프로젝트 사무국과 연락이 닿게 되어 도슨트에 대해 배우기도

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국제 이슈

하였고, 협동미술을 할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우리의 첫 계획보다 더 구체적이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게 되고 규모가 커져 유네스코 선생님과 미술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무국에

것을 배웠다.

서 도와주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했다. 다들 미술실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미술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지 막막했는데 미술선생님과 작가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몇 주에 걸쳐 같이 작업

우리가 함창에서 도슨트 101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학교, 선생님, 가족들도 함

을 하다 보니 협동미술도 잘 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니 협동미술과 도슨트 공부 등이 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함창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14년에
시작하여 아직 오래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심지어 선생님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중에서도 모르는 분도 계셨고, 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계셨다. 하지만 우리가 협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동미술을 하고, 마을미술을 홍보하면서 선생님, 부모님들도 알게 되었다. 작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에 아트로드 퍼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올해도 이어받아 실시할 수

‘함창 청소년 도슨트 101’ 프로젝트는 함창중학교 학생들이 지역 문화에 대한 전

있었고, 작년보다 내실 있는 퍼레이드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계속된다면 더 좋

문가가 되어 문화를 보호하고 홍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프로젝트를 통해 함창마

은 마을미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을미술프로젝트를 배우고, 청소하고, 홍보하였고, 사무국과 협동미술을 하기도
하여 학생들이 함창마을미술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함창이 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무 읍면단위의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다. 아기자기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예술품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방문객이 적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게 해야 할까요?

나아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소년 도슨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무국과 소통하였다. 사무국에서는 도
슨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어 마을미술 아트로드투어를 가이드해 주셨고, 협동
미술을 위해 작가분들과 연결시켜 주셨다. 그 밖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활
동을 사무국과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을미술을 홍보하기 위해 함창 지역주
민과도 자주 만났다. 특히 5일장인 함창전통시장에 자주 가서 사진을 찍고 협동
미술 전시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함창 지역 주민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금이다.”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이다.
함창중학교 김종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평화이다.”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것이 세계시민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함창중학교 신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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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중학교

해미미래문화유산 프로젝트
학교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남문2로 93
지도교사
김정민, 서왕원

학생구성원
김태현, 박병규, 허지후, 이영훈, 진유진, 홍강래, 양예주
장시은, 손류빈, 이성호, 이소진, 김다예, 김택준, 이영노
성정호, 이정민, 여채인, 이인환, 김수현, 이혜림

협력파트너 : 탱자성 마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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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다. 이미 지역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

해미중학교는 해미읍성, 해미성지 순교지 등의 문화재가 다양하며, 교황이

고 있고, 아이들조차 변화를 바로바로 알지 못한다. 서산시에서 가장 지역의 색이

다녀간 이후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해미의 아

짙은 마을이 자본의 물살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 아이

이들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온몸

들이 그 변화를 직시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함께 공유하

으로 느끼고 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날이 다르게 들어오고 있으

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려 한다.

며, 도로 또한 해가 다르게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변화의 중심

더불어 변화하는 마을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에 문화유산으로 남기고자 한다. 10

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적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해미의

년, 20년이 지난 후 우리 아이들의 손으로 남긴 기록들이 문화유산이 되기를 기

역사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해미의 아이들이 장차 어른이 되어 또 다른 변화를

대한다.

마주할 때, 옛 것이 살아 숨쉬는 마을인 해미의 정체성을 마음에 심어주기 위
하여 노거수(老巨樹) 가디언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이를 마을공동체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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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여 범위를 확장시켜 해미미래문화유산 프로젝트가 되었다. 본 프로젝트

• 기록 : 마을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네이버 밴드에 기록으로 남긴다.

를 통해 마을의 모든 것들을 주제별로 기록으로 남겨 마을이 갑작스런 변화

• 인내 : 결과에 대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활동한다.

앞에서 겪는 문제가 없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탱자성 협동조합이라는

• 애정 : 우리 마을을 사랑하고 아낀다.

마을 공동체가 지역의 기관과 지역출신 명사들을 이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
어, 아이들의 연구가 보다 깊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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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노거수(老巨樹) 인문학 강의 참가

해미 미래문화유산 프로젝트

해미중학교 교사학습공동체 회원과 유네스코 세계시민 동아리 회원은 마을공

2학기 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유네스코 세계시민 동아리 학생들은 해미 마을 주

동체(탱자성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노거수 인문학 강의(김경집 교수)를 듣고

변을 탐방하며 오래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네이버 밴드에 해마다 축척
될 것이다.

노거수(老巨樹) 가디언 프로젝트
마을 문화유산 근처에 있는 오래되고 큰 나무들을 기록으로 남겨 노거수(老巨
樹)를 둘러싼 역사와 환경, 생태계의 문제들을 관찰하였다.

세계시민 이동책방
동아리 회원들이 세계시민성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책을 구매하였으며, 독후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회원외의 학생들에게도 책을 대출하여 세계시민성 확
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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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해미에서 살고 해미중학교에 등·하교를 매일 하면서도 정작 해미에 관한 것은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단 한 가지도 몰랐던 나였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고장에

맨 처음에는 주말마다 모이는 학생들이 적어서 잘 진행될지 걱정이 많이 들었지

대해 알아가고 이 곳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더불어 주말마다 친구들

만, 교내에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해 더 많은 자

과 해미를 걸으면서 친목도 쌓았다.

료를 모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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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해미를 돌아다니면서 몰랐던 해미의 명소들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가보기도 했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 곧 없어질 것들(ex: 약방, 농구장, 밭, 양장점 등)을 사진에 담아 하나의 기록

모두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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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유산을 만들어 지역의 역사를 간직하는 점에서 이바지를 하였고, 앞으로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역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일이라 함부로 찍을 수가 없었다. 허락을
받는 동시에 이러한 좋은 활동이 있음을 홍보하고 주민분들과 짧은 담화를 나
누기도 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놀이이다.”
친구들과 마을에서 함께하는 과정이 즐겁기 때문이다.
해미중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다양한 경험이다.”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껴보기 때문이다.
해미중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역과의 소통이다.”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미중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잠깐의 힐링이다.”
성적이나 친구관계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해미중학교 장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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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강원외국어고등학교·Viatrees
개성고등학교·세상을 변화시킬 YOU!네스코
거창고등학교·함사공 프로젝트(함께해요 사랑해요 공정무역)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자동차 꽃이 피었습니다
경기창조고등학교·Better Together
경북외국어고등학교·Oasis Project : If you…?
경주여자고등학교·경주의 PEACE 프로젝트
고양외국어고등학교·We are the One with UNESCO(W.A.O.U)
광양고등학교·세계를 향한 날갯짓
광양백운고등학교·너+나=우리
광휘고등학교·흰 바이올렛 프로젝트
괴산고등학교·THE 괴산고 Goals
구미여자고등학교·우리 고장 우리 문화 세계로 Go Go!!
군산동고등학교·알바의 품격
금천고등학교·WAKE UP 금나리! PROJECT
남성여자고등학교·다함께 외침 - Open Your Mind
남악고등학교·내친구 노란나비
논산고등학교·나가자, 세계로!!
단양고등학교·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으뜸단양 만들기
대구서부고등학교·청소년 리더를 꿈꾸는 에코리더(ECO LEADER)
대구외국어고등학교·무지개, 세상을 바꾸다
대기고등학교·Our Best Regards To 이어도!
대덕고등학교·세상을 바꾸는 힘, 실천
대전가오고등학교·GAO&UNESCO
대전노은고등학교·NOEUN UNESCO RAINBOW PROJECT
대전대성고등학교·Sustainable developments and relationships for All
대전만년고등학교·내가 만든 우리 동네 문화지도
대전복수고등학교·더불어 함께 나누는 장애인식개선
대전송촌고등학교·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대전용산고등학교·폭력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세계를 위하여!
대전지족고등학교·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
덕이고등학교·역지사지(易地思之)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교시지한(교실에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
동방고등학교·환경·평화·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동일여자고등학교·무지개 너머의 희망
동탄국제고등학교·LET CHILDREN ILLUMINE THE WORLD!
마석고등학교·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어울리는 쿠키 앤 크림
명석고등학교·All for One, One for All
목상고등학교·Dreams For Change
목포덕인고등학교·D.U.O(Deogin Unesco Organization)
문산수억고등학교·레인보우, 4개의 무지개를 통한 의미 있는 변화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Vision 360 : 미추홀 & 피지 교육평등 프로젝트
민족사관고등학교·우리부터 시작하는 다문화가정 이해하기
밀양여자고등학교·세계로 가는 UNESCO, 세계가 찾는 UNESCO
백신고등학교·가꾸다, 나누다
보정고등학교·모두의 물, Save Water Save life
부산국제고등학교·한마음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DUNC WHO!(UN기념공원 세계문화유산 만들기)
산마을고등학교·함께해듀오
삼호고등학교·지역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너나들이 프로젝트
상당고등학교·세계화의 첫 걸음, 다문화로부터
상명고등학교·Change Makes Chances
상문고등학교·영어 디베이트 하계테마캠프(영국탐방)
상지여자고등학교·우리 손으로 만드는 평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서대전여자고등학교·HAPPY TOGETHER
서울고등학교·2017 Peace and Globalization in SHS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더불어 함께, 큰 희망을!
선덕여자고등학교·나비효과
성남고등학교·할 수 있는 나눔!
세종국제고등학교·Seize the Rainbow
소명여자고등학교·환경과 인권의 도시 부천만들기
송현여자고등학교·2017 SH C3 Project : Celebrating, Communicating, Collaborating SH
수원고등학교·한국어에 새 희망을
수원외국어고등학교·SAWL, Be Active to Accept Multi-Culture
수일고등학교·A Little Effort Today Can Lead to Big Results
순천팔마고등학교·팔마, 무지개를 타고 비상하라!
안남고등학교·함께 사는 지구
양업고등학교·더불어 숲
양청고등학교·NSNT(No Smoking&No Trash in Our Park) + 유네스코 활동
연수여자고등학교·다문화와 인권에 관하여
운암고등학교·운암 유네스코 동아리 연합회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울커피(ULSAN CULTURE PEOPLE)
원화여자고등학교·Equal + Quality = Equality
인천국제고등학교·HOW - Harmony Of the World
인천대건고등학교·나의 자유는 곧 타인의 자유

인천외국어고등학교·인천외고 아동인권보호 프로젝트
인천하늘고등학교·하늘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
인천해원고등학교·Green Light
작전고등학교·방방곡곡 누비기-계양지역 문화지도 제작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원
작전여자고등학교·우리들의 보물찾기 : 계양구의 명소, 그 어디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세만이(세계인과의 만남과 이해)
전북외국어고등학교·LET'S GO UNESCO!
전주고등학교·프로젝트 제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분리수거 캠페인, 평화의 날 캠페인,
전주 고유문화알리기 캠페인, 전주고 유네스코 엠블럼 만들기
전주신흥고등학교·남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동고등학교·대구 동구지역에 무지개를!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나와 너 우리가 함께 만드는 ‘US’
- 세계의 빈곤퇴치와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혼저옵서양!(welcome!!)
제주외국어고등학교·HEAL THE WORLDS!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환경과 인권 바로 알고, 더불어 살아가기
중산고등학교·중산 세계로 프로젝트!
진해고등학교·작은 실천과 큰 변화
진해여자고등학교·더 우리, 더 아름(더 우리가 더불어 살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창원과학고등학교·세계시민으로 한 걸음 더!
창원용호고등학교·UDC 프로젝트
천안신당고등학교·신세계(신당 세계시민 프로젝트)
청명고등학교·청명에 피어나는 인권과 다문화
청원고등학교·함께하며 피어나는 꽃, 청원고등학교 유네스코!
청주고등학교·세계를 위해 내딛는 한 걸음
청주외국어고등학교·Never do Nothing!
충남고등학교·인식하고 실천하는 충남고
충남여자고등학교·Together with the Rainbow
충렬여자고등학교·우리가 지킨 환경, 지구가 좋아한다
토평고등학교·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퇴계원고등학교·크레파스(다문화 이해)
하남고등학교·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한국관광고등학교·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New Change, New Challenge)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Start Now! Change Now!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우리는 문화유산 지킴이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You and I, We 프로젝트
함안고등학교·외국인 노동자 인식개선&하천 수질개선 프로젝트
함열여자고등학교·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노력
효성여자고등학교·세계로 뻗어가는 효네스코
흥덕고등학교·함께 그러나 다르게, 서로의 같고 다름을 이해하는 첫걸음

변화가
나의

세상의변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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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국어고등학교

Viatrees
학교주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7-12
지도교사
강다겸, 이강빈

학생구성원
곽민희, 허연주, 강동완, 서성민, 장혜지, 전소연, 강채원, 김유진
김지석, 박세현, 김병훈, 김태성, 박현아, 음민호, 최나진, 한서연
박현주, 이창구, 전소연, 정세현, 김나래, 김지민, 박성민, 홍유정
김찬미, 김해인, 윤소윤, 이예솔, 최준형, 홍지연

협력파트너 : Lawides, 박수근 미술관, 순천팔마고등학교
대전대덕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태백장성여자고등학교 등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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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겨울 나무모양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통해 쓰

있나요?

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알리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관련 문제의 심

양구군이 충분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

각성을 일깨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양구 내에서 하는 활동만으로는

까웠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 양구군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양구군을 고등학교 학생들

차근차근 활동을 넓혀가기로 결심하였다.

의 신분 아래 연계적으로 알리고 세계시민의 일부로 활동할 수 있을까?’ 오
랫동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대한민국의 저명한 유명인을 통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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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텔링 그리고 감성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우선 5월 12일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후 운동장과 학교내·외에 버려져 있는 쓰

했다. 양구하면 떠오르는 유명인은 바로 박수근이다.

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부러져 있는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나목을 형성화한 나목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레기로 꽃 또는 열매를 만들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하나의 나

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서 나무를 사용하여 나무의 기둥과 나뭇가지를 만들고 쓰

학교 근처에 있는 ‘파로호’라는 인공습지의 쓰레기문제와 교내에 쓰레기문제

무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출입문 복도에 만든 나무를 설치하고 그 옆에 쓰레기

를 해결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박수근의 ‘나목’을 연계해 프로젝트를 다

발견 장소의 사진을 붙여놓고 학생들의 생활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과 아무렇게

각적으로 해석, 접근 그리고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문

나 버려진 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같은 글을 게시해 문제점을 인식시키

제와 관련해 활동을 함과 동시에 양구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게 되

고자 하였다. 또한 양구 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곰취축제’, ‘배꼽축제’에 참여한 양

었다. 우리 ‘비아트리스’는 박수근의 ‘나목’을 활용해 파로호 근처 및 개발 습

구군민 또는 타시도 관광객들에게, ‘청소년 페스티벌’과 ‘양구군 연합예술제’ 등을

지의 강제로 잘라진, 부러져 있는 나뭇가지와 길에 버려진 쓰레기로 ‘나목’에

통해서는 양구군 내 다른 학교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활동을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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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기로 하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스

또한 우리 ‘비아트리스’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출신지역의 학생들을 모아 각자

타그램 해시 태그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의 지역에서 상징성을 지닌 장소에 쓰레기와 나무를 활용한 모양을 만들고, 이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박수근의 굿즈로 책갈피, 스티커씰 등을 제작해 판매

를 강원도 지도에 각자 해당하는 지역 부분만큼 사진을 이어 붙여 강원도 지도

하고 수익금은 지역사회와 초등학교 분교에 기부할 것이다. 5월 9일 대선에서

전체에 특정 모양을 만들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고향 강

다문화 가정의 선거참여에 대한 도움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와 그 특수성 해

원도 지도를 완성시킬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평창지역에서는 동계올

석적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국제무대로 나아

림픽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관한 캠페인을 나무 만들기, 쓰레기 줍기 활동과 다

갈 차례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활용 언어의 다양성을 활용해서 SNS를

른 올림픽 개최국가에서의 쓰레기 문제점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등의 캠페인을

통해 활동을 홍보하고 외국인 지원자를 모을 것이다. 올해 5월에 인도 대학생,

별개로 진행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만큼은 환경개발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7월에 중국 창춘외국어학교 학생, 이스라엘 대학생들의 본교 방문이 예정되어

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예방하는 활동을 할 것

있으므로, 세 나라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고, 그 학생들의

이다. 더불어 빙상경기장이 강릉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강릉에서도 평창과 마찬

학교에도 연결지을 수 있는 협력안을 구성하고 홍보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각

가지로 별개의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이처럼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정성적 과

나라의 언어로 PPT 등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캠페인의 취지와 목표를 알리

정은 단순히 우리 학교,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곱 가지의 색이

고, 이에 동참해줄 것을 제언하는 활동을 한다면 학교를 방문해 준 친구들의 동

어우러져 부드럽게 번지는, 곧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가 모여 아래로부터의 변화

료학우 등 다각적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우리 프로젝트를 세계화시키는 데

를 그려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고, 즉 지역 사회 이상을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언 가를 물들여 가리라 믿었다.

마찬가지로 해외 지원자들이 주도해 각 국가마다 해당 국가의 참여자들이 자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8개의 도중에 우리가 속하지 않은 7개의

의 지역과 관련된 것을 부수적인 주제로 하여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이번 프로

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는 강원도민 일보 기자님과 연락하여 우리

젝트가 박수근의 나목을 개발하고, 환경보존과의 반비례성 문제의 해결 촉진을

가 진행하는 환경캠페인에 대한 기사작성을 부탁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

위한 것이므로 쓰레기와 나뭇가지 사용을 필수로 하여 해외에서도 해당 프로젝

에 우리는 타 지역 학생들과 연락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네스코학교에 연락을

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들에게도 박수근이라는 화가를 알릴 수 있고

드려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하는 참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다.

더불어 박수근 미술관이 위치한 양구도 관광지로 알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정보화된 커뮤니케이션 및 빅데이터 시대에 알맞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

이다. 해외지원자들에게는 강원도 관광안내책자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각

램 그리고 유튜브 등의 계정을 통해 이 활동을 홍보할 것이다. 준비 및 활동하

제작한 후 우리 출신 지역에 대한 자료를 담고 학교가 위치해 있는 양구에 관한

는 과정은 교내 영상제작동아리 ‘SCENE’과 방송부 ‘도담도담’과 협력하여 사진

자료도 ‘Via Trees’ 프로젝트와 연결해 서술하면서, 강원도를 홍보하는데 앞장

을 찍고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공유할 것이다. SNS 페이지에서 전국 각지에

설 것이다. 또한 박수근의 ‘나목’에 대한 설명을 해 박수근을 해외에도 알릴 수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자신들의 지역에서 쓰레기와 나뭇가지를 활용해서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다.

나무모양을 만드는 것을 진행할 것이다. 결과물은 사진과 신청자대표의 소감이

5월 강원외고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내년 3월 패럴림픽까지 이 ‘Via Trees’ 프

적힌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우리의 최종적인 모양은 전국의 다양한 모

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진들이 모인다면, 세계는 평화의 상징인 꽃으

습과 영감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이어붙인 사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국화

로 뒤덮일 것이며, 우리들이 접근하려 했던 논제는 물론 각 나라에서 보내온 결

‘무궁화’이다. 국화 ‘무궁화’의 꽃말은 일편단심 그리고 영원이라고 한다. 더불어

과물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며, 정량적 평가의 결과가 아닌,

꽃은 평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지역간 갈등 없이 학생들이 주도해 각

큰 거시적 관점의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의 지역주민들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박수근 박물관, 인문학 박물관(양구 관련 저자, 작가, 화가의 작품과 현재 수업
시간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의 작품과의 연계적 접근과 이해도모) 그리고 선사
및 근현대사 박물관과 양구 군청에 협력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
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목 모양의 배지, 문학 시간 배운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와 조선 백자의 흙 근원 지인 양구와의 연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
지하고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포스트잇을 교내 미술동아리 ‘나비잠’과 함께 제
작해 배포할 것이다. 더불어 실질적 활동의 일부는 양구의 지역적 특색인 군사
지역의 의미를 담아 21사단 및 백두산 신병교육대대와의 교류를 통해 국군의 날
및 대민지원활동의 환경부문 확장으로 함께하는 분교 벽화, 나뭇가지 줍기 등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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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진행된 토요작은음악회 종료 이후 마무리 및 정리를

처음으로 교실동 1학년 복도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분리수거 했다. 걱정과는 달

본 동아리가 맡아 진행했다. 공연 중간 중간 쓰레기를 잘 버릴 것을 강조했고

리 쓰레기 분류가 잘 되어 있고 상태도 양호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사용하지

부원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했다.

않은 종이가 뭉텅이로 버려져 있고 휴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만
들어진 쓰레기나무를 전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도 같이 홍보하였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2017년 8월 31일
일본어 어학실 앞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분리수거했다. 쓰레기의 분류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지만 음식물이나 음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려서 날파리나 악
취가 진동해서 아쉬움이 많
이 남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쓰레기나무를 전시하면서
홍보를 했더니 이후 음식물
이나 음료를 제대로 처리하
지 않고 버리는 일이 줄어들
어 뿌듯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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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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개인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따라서 내 주변 환경부터 관심을 기울이며 쓰레기 분리수거, 친환경 생활 실천

우리 학교가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 시민 프로젝트에 처음 참가해서 초반에 어떻

도모 등의 선행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국가, 나

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등 여러 가지 시행

아가 세계로 뻗어나가 전 세계 시민들의 질 높은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역경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자각하게 되었다.

방법을 하나씩 떠올리고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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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우리 집안에서도 특히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이 많았는데 비해 가족들은 환경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활동들을 통해 내가 쓰레기 분리

우리 학교에서 처음 시행되는 유네스코 프로젝트라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처음

수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다보니 가족들도 조금씩

이라 미숙했지만 이것이 다음 활동에 바탕이 되어 더 탄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더 분리수거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것이다.
더불어 모든 동아리 부원이 협력하여 이야기를 나눠가는 과정에서 사실 정량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인 결과보다 정성적 과정에서 얻어가는 영감이 소중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이야기한 논제가 점차 확장되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며 하나의 논제를

게 해야 할까요?

다각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고, 이는 나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과 민주

SNS가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우선 우리 동아리의 SNS 페이지를 개설해 동아

주의 시민사회의 최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의

리 설립 목적, 활동 계획 등을 게재하였다. SNS를 애용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더불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쓰레기 분리

특성 덕분에 페이지가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에 관한 활동을 하였지만 아직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전국으로 우리의 활동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러

이번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의 레인보우 프로젝트 학생들이 한 데 모이는 기회

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군청에 부탁하여 우리의 활동 목

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진다.

적, 취지,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러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우리의 활동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걸음마이다.”
걸음마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울 때의 걸음걸이’이다.
걸음마처럼 내가 처음 도전한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비록 많이 서툴고 미흡했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좋은 경험으로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김지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강이다.”
강이란, 곳곳에서 흐르는 물이 한 데 모여 점점 커지면서 바다라는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을 띄는 강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주워진 범위 내에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며
점차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 세계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간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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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고등학교

세상을 변화시킬 YOU!네스코
학교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37
지도교사
이건희

학생구성원
김유진, 이재윤, 서이주, 안수은 박지혜, 윤소현, 정유빈, 김승현
권영빈, 손성원, 하태욱, 백재은, 이준영, 배시정, 이화진, 이선경
차경훈, 이현우, 하진욱, 박주영, 박예림, 김민진, 김연승, 박신영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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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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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한다.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은 2만 7천 평의 넓은 학교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오

• 모든 프로젝트에 게으르게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고 있다. 그러나 ‘비는 시간 교실 불끄기’, ‘에어컨, 히터 등의 사용이 불필요

• ‘남이 아닌 내가 먼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한다.

할 때 끄기’, ‘분리수거 하기’, ‘수도꼭지 잠그기’ 등 우리들이 학교생활에 있어

• 모든 구성원들은 협동하며 활동한다.

서 기본적인 것조차 잘 지키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

•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자연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학생들 한명 한명과 선생님들께 주변환경
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과 그로 인해 우리가 느낀 것을 바탕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길에 버려
진 쓰레기를 줍고,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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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이면지 상자 만들기

아동노동반대 포스터 그리기

쓸 수 있는 종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각 교무실마다 ‘이면지 수거함’을 만들

아동노동반대 팔찌(꿈찌) 만들기 활동에 이어서, 아동노동반대 포스터를 그리기

어서 배치하고, 이면지를 모아

도 하였다. 나름의 문구를 생

재활용하여 쓰게 되니 재활용

각한 후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에 대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

있게 그림을 그리고 채색까지

간이 되었다.

마쳤다. 이후 굿네이버스에 제
출하여 모두 자원봉사시간 3
시간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Guerilla Gardening(게릴라 가드닝)

에코백 컬러링

땅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촉구하고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교내에서 게

유네스코학교 문해 무비(無非)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협찬받은 에코백을 정성

릴라 가드닝을 실시했다. 꽃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스럽게 색칠하였다. 다가오는 12월 학예전 행사 중에는 유네스코 동아리 부스를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예상외로 생명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준 뜻

운영하여 색칠한 에코백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기부할 계획이다.

깊은 활동이 되었다.

문해 무비(無非) 데이
교내 에너지 절약 스티커 부착

유네스코학교 문해 무비(無非) 데이 활동을 위해 ‘퍼스트 그레이더’라는 영화를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스티커를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붙임으로써 학생들

단체 관람하였다.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열심

과 선생님들께 ‘에너지 절약’을 상기시켜 주었다.

히 글자를 깨우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인상깊었다. 동아리 친구들에게 세계
문해의 날과 관련한 간단한 교육도 진행하였다.

아동노동반대 팔찌(꿈찌) 만들기
'환경'을 주제로 하는 연간 활동계획에서 살짝 벗어나, 굿네이버스에서 주관하는
아동노동반대 팔찌(꿈찌) 만
들기 활동을 하였다. 교육영
상을 통해 필리핀의 아동노동
현황에 대해 사전학습을 한
이후, 실제 방글라데시에서 보
내온 알록달록한 색깔의 실을
정성스럽게 엮어 나만의 꿈찌
를 만들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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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세계시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기게 함으로써 홍보와 교육에 힘쓸 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꼭 유네스코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세

먼저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의 환경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더욱 더 관

계화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세계시민교육에 힘쓴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심을 갖게 되었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부의 집중,

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

빈곤의 세계화, 지구 환경파괴를 앞당기는 행동들을 중단하고 지구촌의 소수
집단의 인권 문제, 인종문제, 아동학대 금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다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세계인으로 나를 인식하고 인류 전체의 관점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성찰하고 참여할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프로젝트 중에 아동노동반대 팔찌(꿈찌)를 만드는 활동과 아동 강제노동 방지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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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에코백에 색을 칠하는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팔찌를 만드는 중 남학생들이 익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숙하지 않아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었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며 팔찌를 만들면서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어떤 프로젝트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에코백에 색을 더하는 활동에서는 매직으로 색을 칠

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가족들과 모금함을 만들어

하는데 학생 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드러나게 에코백을 색칠하는 과정에서 즐거

자선단체에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가

우면서도 개인의 끼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가 색칠한 에코백을 학교 학예전 부

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세계 환경과 인권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며 감

스 행사 때 판매하여 그 돈을 전부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무엇이든 힘을 합쳐

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각자의 부족한 부분은 서
로가 채워주면서 협동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를 통해 다른 여러 유네스코학교들의 예시와 사례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을 듣고 봄으로써 다른 학교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네스코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여러 유네스코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싶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퍼즐이다.”
조각씩 맞춰 나갈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개성고등학교 이재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성장이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며 성장한 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고등학교 박주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거울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에 속해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거울에 비춘 것처럼 나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고등학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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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고등학교

함사공 프로젝트(함께해요 사랑해요 공정무역)
학교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 4길 36
지도교사
양홍식

학생구성원
이종혁, 박 건, 차시현, 노민서, 김준형, 최정우, 민세광, 정희윤
김율환, 성 혁, 최선우, 김은수, 김민채, 박현정, 최석현, 강재엽
황호진, 조재형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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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아리 말고도 다른 동아리나 모임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할

있나요?

수 있게 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커피나 초콜릿 등의 제품을 많이 이

학교 학생들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용한다. 하지만 학생들 중 공정무역 상품을 알거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구

전개하였다.

입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제품이 대기업 혹은 유명 브랜드의 상품
일 뿐이다. 앞으로 세계시민의 일원이 되어 사회로 나갈 학생들이 공정무역
에 대하여 모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국제이해부는 다른 CA 동아리에 비해 인원이 1학년 11명, 2학년 7명으로, 18명인

거창은 농촌 지역이다. 군청 근처의 시가지를 제외하면 큰 상점은 없고, 정보

대규모 동아리이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보니 어떠한 활동을 할 때에 무임승차하기

를 얻기도 힘이 든다. 농촌도 정보화와 세계화 등의 변화를 겪는 현 시점에서

쉬운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어떤 활동을 할 때 부장이 한명도 소외되지 않고 전

세계의 다른 농민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모두들 의견을 낼

이처럼 공정무역은 우리 지역에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니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할 때 많은 장점이 되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부는 앞으로 사람들이 공정무역 상품만을 쓰게 하자 같은 거창한 계
획보다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사람들이 공정무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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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국제이해부 함사공 프로젝트 시행 전 앞으로의 계획 설명 및

8월 25일

조 활동을 위한 조 뽑기

박 건 학생의 주도로 특별 프

4월 14일

로젝트인, 마피아 게임을 변

국제이해부 부원들과 함께 각 조를 나눈 뒤, 소식지 발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

형시켜 만든 공정무역 마피아

고 앞으로 1년간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 각 조별 조

게임에 국제이해부 부원들이

이름을 정하고, 그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과제였다.

참여하였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9월 8일
국제이해부 학생들은 1학년, 2학년들로 분할하여 1학년들은 공정무역에 관련된
UCC 제작을 위한 회의를 하였고, 2학년들은 공정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4월 21~28일
국제이해부 부원들은 각 조별로 주제를 정하고 소식지 발간을 위한 회의를 진
행하였다. ‘치매(치명적인 매력)’ 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 이용 후 후기 작성 소식
지를, ‘칙칙폭폭’ 조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과 공정무역 제품구
매 사이트 소개를 위한 소식지를, ‘IU(International Understanding), 성혁나무’ 조
에서는 ‘수확의 신 성혁나무’ 공정무역 소설을 제작하여 배포할 소식지를 발간
하기로 하였다.

9월 29일~10월 6일
국제이해부 1학년 학생들은 UCC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제작을 완성, 그를 위한
소품 목록을 작성하였고, 2학년 학생들은 공정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를 위한 세
부적인 계획을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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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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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 제작에 필요한 소품, 공정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를 위해 주문한 상품들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배송받았다. 2학년들은 공정

우선 우리 스스로 세계의 자본 분배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에 쓰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고 사용하고 심지어 입는 옷까지 제 3세계 국가의 시민들

일 공정무역 소개 판넬, 퀴즈

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아리

맞추기 판넬, 공정무역 상품

에서 공정무역 제품의 종류와 판매처를 조사하고 구입하여 사용해 보면서 우리

뽑기 판넬, 등을 제작하였고, 1

의 행동이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여러 분야

학년들은 UCC 촬영을 시작하

에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는 실천의지가 생겼다.

였다.

둘째로 세계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과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 동
아리만 변화한다고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뿐더러, 변화를 지속하기도 힘

홍보할 장소를 사전

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게는 학교의 다른 학생들부터 크게는 공

공정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 판넬을 완성하고 홍보할 장소를 사전조사 하였다.

정무역 단체와 판매처까지 여러 사람이 뭉쳐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활동에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계획 수립 능력과 관리 능력을 배
울 수 있었다. 처음에 만든 계획서는 실제로는 학교의 연간 계획이나 동아리 실
정과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계획
한 일을 모두 하려는 것으로 인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하지만 2학년 학
생들이 계획 실천을 위한 일정을 자세히 짜고, 1학년 학생들이 그를 보완하고
실행해주면서 큰 어려움 없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다. 세계의 리더로 성
장하게 될 국제이해부 동아리 부원에게 앞으로의 문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가
장 큰 성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공정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를 시행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 국제이해부 부원들은 11월까지 다함께 UCC를 제작하고, 12월 1일, 2일에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공정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 동아리는 함사공 프로젝트를 통해 공정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와 공정무역
UCC 만들기를 진행하는 중이다. 프로젝트 진행 전, 현재 거창고등학교 학생들
은 공정무역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이나 가격만을 생각
하여 커피나 초콜릿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한 뒤에는 공정무역 제품이 여러 종류 존재하고, 품질이
일반 제품에 비하여 떨어지는 건 아니며, 일반 제품에 비해 평소에 사용하기 힘
들 정도로 비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껏 학우들은 공
정무역 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수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하
여 공정무역 제품은 세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더 특별한 제품이라는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국제이해부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창군의 공정무역 카페를 방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다. 학교 일정과 인
원이 많은 동아리 부원 때문에 결국 방문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역 내에 공정무
역 상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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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롭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시간들은 주말에 학교로 모여서 부 활동 시간을 따로 채우거나,

인 개념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소식지 발간 프로젝트 중에는 각자 개인시간 중 여가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SNS(거창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도 게시를 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집필, 자료수집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사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접하고,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도록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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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1학기에 한 번 정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도움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을 받아서 점검을 받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거창고등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 8교시 CA시간에 동아리 활동시간이 주어진

동아리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유

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시간이 행사일정, 귀가일(기숙사 학교인 관계로 귀가를

네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들께 1학기에 한 번 정도라도 프로젝트의 방향, 정신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주로 금요일의 수업이 끝난 뒤 귀가를 한다)과 겹치

등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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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함사공 프로젝트의 일부 인 공정무역 제품 홍보 이벤트와 공정무역
UCC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내 학생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기본적

는 날들이 많아 부 활동을 위한 시간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계획한 만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개미이다.”
하나가 있을 때는 별 힘이 없지만, 여럿이 모여 엄청난 힘을 내기 때문이다.
거창고등학교 민세광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물줄기이다.”
처음엔 초라하지만 자라나면서 점점 커져 하나의 웅덩이를 이뤄 위대해지기 때문이다.
거창고등학교 조재형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용기이다.”
무엇이든 도전하고 시도해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듯,
멀어 보이는 청소년 세계시민을 위해서는 과감히 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창고등학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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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자동차 꽃이 피었습니다
학교주소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103
지도교사
장민식

학생구성원
권태연, 김현우, 김정연, 남건희, 김민서, 김건우
김승범, 박준희, 이정완, 이교명, 문희찬, 지 훈
안성진, 유병수, 한영욱, 남동우, 정영훈

협력파트너 : 한국NGO레인보우 안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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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친환경자동차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자 환경과 자동차에 대해 생각을

우리 학교는 자동차특성화고등학교로 미래의 자동차엔지니어 및 디자이너,

하게 되었고 환경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래머의 꿈들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꿈을 지원하고 이루

멘토링을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이 생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지나

어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창의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들어와 점차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학교 과목인 친

고 생각한다. 사실 어릴 때 꿈꾸었던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환경 자동차에 대하여 배워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발

초등학생 때 생각이 10년, 20년 후에는 현실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들으며 알

판이 되는 학교가 되고 싶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사회

게 되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무인자동차, 매연 없는

에 나가 좀 더 환경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

자동차 등을 구체화시켜 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우리의 미

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보다도 약 7년 정도 꿈을 미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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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되게 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며 우리보다 어린 학생들이 관심을 더 가

시간도 7년 더 가까워 올 것이며 그로 인해 세계에서 매연없는 자동차가 보급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이번 여름방학 뿐만이

될 날이 더 빨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는 우리나라

아니라 매년 방학마다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고 더욱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

산업의 근간이며, 수출 1등품이므로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우리들이

며 멘티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겠다. 또한 자율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와 환경의 관계, 그 중요성을 더욱 알리면 우리나라의 미래, 더

전기 자동차의 유익성에 대해서 알리며 하이브리드가 아닌 완전무결의 전기차 생

나아가 전 세계에 친환경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멘토링 활동

멘토링 활동 둘째 날

친환경자동차 멘토링 ‘자동차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활동을 7월 26~28일 총 3

2일차에서는 아이들이 자동차에

일간 하였다. 우리는 한국 NGO 레인보우협회와 연합하여 안산시 초등학교 학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자동차로 만

생들을 중심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였다. 멘토링을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들어진 영화 ‘카’를 보면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의 구조 및 내연기관을 재미있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연결시키면서 설명하였다. 또한 외
부에서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아이
들에게 타이어 교체와 같은 간단한
조작과 엔진룸을 살피는 등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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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을 보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멘토링 활동 셋째 날
멘토링 활동 첫째 날

활동 3일째인 마지막 날에서는 나무 조각을 이용한 자동차 모형 만들기를 하

총 3일 동안의 멘토링 활동 중 첫 번째 날에는 자동차디자인에 대한 동영상을

였다. 모형 만들기를 하면서 멘토는 멘티에게 자동차의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보며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만의 자동차 그리기 활동을 하면서 자

자동차 구조를 설명해주고, 전반적으로 멘티에게 자동차 모형을 만들게 하고

동차에 대한 창의력을 길러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멘토와 멘티끼리 1 : 1로 시

어려운 부분을 멘토가 도와주면서 좀더 쉽게 자동차 모형을 만들었다. 멘티가

간을 가지면서 친화력을 키우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자동차 외관을 꾸미면서 아이들이 자동차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갖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게 되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브레이크이다.”
세계시민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문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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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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소통이라는 것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 이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틀에 박힌 편견

우리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바로 멘토링

을 깰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필요한 우리 어린 학생들을 그냥

첫 번째날에 했던 ‘친환경 자동차 그리기’였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멘티에

지나치는 것이 아닌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이 생각

번 멘토링을 통하여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아이들의 순진함과 창

하는 자동차를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했다. 멘티의 반응이 좋아서 자신의 일기에

의력, 독창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겸손을 배웠으며 교과서적인

도 적었다고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다. 반면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

정보보다 아이들의 순진함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우리 미래의

려웠던 것은 바로 실습과 이론을 설명할 때 멘티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날에 실습

앞으로 이런 활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여 부족했던 것들과 하지 못했던

하기 위해서 멘티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멘티들의 반응이 이

것들을 실현해보고 싶다.

해를 못하는 것 같아 정말 당황스러웠다. 다음에 멘토링을 할 때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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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실천한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킨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아이들이 자동차를 단순히 어려운 기계로만 생각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하는 듯 보였지만, 프로젝트 참여 후 점점 자동차에 대한 시선이 친근하게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협동심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

가가는 방향으로 잡아준 듯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

으며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시 첫 프로젝트이다

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동차를 흥미롭게 생각하도록 바꾸었다는

보니, 실수를 많이 저질렀던 것 같다. 우선 우리는 자동차를 친근하게 설명하려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과 친환경

고 ‘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틀어주었다.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옛날

자동차가 사회와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긍정적인

에 흥행한 영화이다 보니 아이들이 거의 아는 내용이어서 약간 지루해 하는 것

영향’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담당 선생님은 우리가 준비하

같았다. 그리고 자동차 프라모델 조립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자동

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보고 고쳐야 할 점들을 지적

차 프라모델을 사고 프로젝트 시작까지 반복적인 조립을 하지 않아 그 프라모

해 주었으며,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의 능력과 협동심, 창조적인

델 조립 방법을 설명하는 데 약간 차질이 생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한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

준비물 중 몇몇은 필요하지 않았는데 안정성을 위해 구매한 것이 우리 동아리의

해 행동한 우리의 노력이 많은 것을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정된 예산을 깍아 버린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돌 멘토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다 보니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 첫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문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점을 다음 프로젝트를 실행할때 되풀이 하지 않도록 고쳐나가야 할 것 같다.

은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란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처음이

게 해야 할까요?
배우는 것에 호기심이 많고 흥미가 많은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하며 아이들
이 가끔씩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친환경적인 창의성을 생각하고 발표할 때
마다 우리가 고등학생 멘토로 왔다고 해서 아직 어린 친구들보다 뛰어나다는
편견을 없게 만들어 주었다. 동시에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느낄 수 있
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
악하고 그것을 통해 대화를 유추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그 후 아이들은 더 이상
낮을 가리지 않고 재밌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런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야의 멘토-멘티 활동을 만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흥미가 있
고 즐거워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수행하게 해주고 학생들에게 배우면서 노하
우 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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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고등학교

Better Together
학교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5로 37
지도교사
정승남, 김정아, 김현주, 박효희

학생구성원
박교리, 연유미, 이길진, 이유현, 김예진, 변승현, 윤지원, 변민경
이수민, 김채은, 소유진, 황빛나, 박연준, 이새아, 한이림, 박유영
이지형, 한지원, 권정욱, 조명서, 구자승, 김 들, 강지수, 유승준
장희원, 윤지희, 임소연, 김건희, 황은빈, 고지윤, 이유미, 정예담
박휘진, 황우찬, 이수현, 김소현, 안예빈, 김하영, 박수빈, 안유진
박희지, 임채원, 공희경, 김민지, 고명지, 서유림, 서민석, 박민솔
안은주, 정다희, 김수진, 최준혁, 장시우, 권지은, 신아연, 공리아
이소희, 류묘경, 장희애, 박희서, 최윤민, 백주희, 이은경, 이수현
전아름, 이 랑, 차수민, 송지인, 윤지선, 김소연, 김정희, 김태은
이성희, 최지은, 공성웅, 이동언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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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K(한국역사연구) 위안부 문제는 현재 계속 언급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있나요?

안성에서는 위안부라는 마음 아픈 역사가 점점 잊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관심

Better Together 프로젝트는 ‘함께 더 행복하자’라는 프로젝트로 교내 4개

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의 동아리가 연합하여 학교와 안성지역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
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CTBS(언론미디어) 안성지역의 고유문화와 인권, 역사, 환경 등 주변의 현안

CTBS(언론미디어)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인권

을 동영상 및 신문으로 제작하여 주변에 널리 알리고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

과 환경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더 따

하였다.

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런 알림 사항을 통해 더 많은 사람

스콜라 작년에 아동학대사건(원영이사건)을 통해 1년간 아동의 인권을 위해

들이 능동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

활동을 하였는데 매우 뜻깊었고 계속 소외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

었고, 훌륭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

하였다.

히, 교내에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였는데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캠페

화학과제연구 유해 화학성분 사용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모으는 환경문제는

인과 바우덕이 축제 홍보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성지

‘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역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유네스코포럼대회에 참가하였다.

은데 환경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보자는 것이 출발

스콜라 주위의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그들을 생각해보

점이 되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학대’라는 문제의 인식을 통해 각자 나름의 해결

중함과 환경파괴의 원인들, 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미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으며, 지역의 소외아동들의 교육지원을

있는 과학 실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을 보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움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소외아동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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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직접 도안하여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연말에 기부

독도사랑 캠페인, ‘독도를 찾아라’

할 계획이다.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내에서

화학과제연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지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미치고 있는지, 환경에 친화적인 물질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역사왜곡의 심각성을 알

고민하면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환

려서 관심을 유발하고,

경과 관련된 주제를 과학실험을 통해 탐구한 결과물을 제 25회 경기도

독도사랑을 실천할 수

과학 동아리 발표대회에 출품하였다. 그 결과 은상을 수상함으로써 환경

있는 대안 마련과 우리

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

의 초등학생들에게 환경 관련 과학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환경문

들을 알아보는 의미 있

제를 각 가정으로 전파함으로써 지역의 환경문제를 공론시키는 데 일조

는 시간을 보냈다.

하였다.

(HOK역사연구)

HOK(역사연구)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 할머님들을 도와드리
는 계기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고 할

평화의 소녀상 방문, ‘희망의 나비 배지’

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7월 19일,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교내에서 전단지와 같은 시각적 자료

각종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에 심층적으로 관

를 활용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후원 및 캠페인을 열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심을 갖게 되어 독도문제에도 관심을 저변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비 뱃지 판매 및 기부금을 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후원금을 모으고 이를 기부하였으
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HOK 역사연구)

었나요?
CTBS(언론미디어) 언론과 미디어에 진로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환경, 인권, 역사 동아리의 각종 활동을 취재하고 널리 알리고 특
히, 안성의 고유문화인 남사당놀이와 바우덕이 축제를 홍보하고자 하였다.
스콜라 작년에 유네스코활동과 연계하여 7월부터 교내에서 소외아동 후
원 및 예방 캠페인을 열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스티커를 판매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화학과제연구 ‘나는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첫째, 경기창조고
등학교 화학과제연구반 학생 19명과 지도교사가 2017년 4월부터 12월까
지 학교와 경기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과학실
험 나눔 봉사를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한 환경보전 방법들
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였다. 둘째, 1년 동안 4모둠으로 나누어 환경관

유네스코포럼대회 참가, ‘스마트폰 중독’

련 과제연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6월 5일,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안성지역현안문제해결을 위한 교내 유네스코포럼대회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

에 참가하여 교내 현안문제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후 학

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토론하고 찾아내는 과정을 실시

교복도와 홈베이스 등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캠페인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생

하는 것이다.

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HOK(역사연구) 4월부터 6월 초까지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위안부 관

중독의 심각성을 알려서

련 캠페인을 준비하고 6월 말부터 교내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후원

관심을 유발하고, 문제

및 캠페인을 열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배지 판매 및 기부금을 받는

해결을 위한 대안과 우

방식을 사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광주 나눔의 집에 기부하려고 한다.

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일들을 고민해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CTBS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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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포럼대회 참가, ‘바우덕이 축제’
6월 5일,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안성지역현안문제해결을 위한 교내 유네스코포
럼대회에 참가하여 바우덕이 축제의 홍보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해결방안을 위하여 교내뿐만 아니라 안성지역을 포함한 주변 평택에서 캠
페인을 벌였다. 전단지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바우덕이 축제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자랑스런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CTBS언론미디어)

동아리 봉사활동, ‘나는 환경 지킴이’
7월 19일, 그동안 과제연구로 연구한 환경문제를 좀 더 저변확대하기 위하여 경
기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과학실험을 통해 나눔봉사
를 실천하였다. 여름에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부채를 제작해 봄으로써 온실가
스와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진로박람회 참가, ‘천연 해충 기피제’

실현가능한 환경

5월 27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박람회에 참가

보전 방법들을 함

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한경대에서 직접 제작한 천연 해충 기피제를 판매하

께 고민하고, 실천

며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지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

하는 값진 시간을

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환경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알려서 천연제품에 관심

보냈다.

을 갖도록 함으로써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우리환경을 위하는 일들을 생각해

(화학과제연구)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화학과제연구)

소외아동 돕기, ‘Better Together’
작년에 유네스코활동과 연계하여 7월부터 교내에서 소외아동 후원 및 예방 캠
페인을 열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판매하여 후원금
을 모금하고 이를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
해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스콜라)

경기도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우리는 환경지킴이’
8월 23일, 경기도 과학동아리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연구한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시각
을 넓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토론
하고 찾아내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려서 관심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
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화학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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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남사당놀이와 바우덕이 축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친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가 많았고, 부모님과 바우덕이 축제 공연장을 가보고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깊

Better Together 프로젝트는 ‘함께 더 행복하자’라는 프로젝트로 교내 4개의

은 자부심이 생겼다. 옛것을 보존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동아리가 연합하여 학교와 안성지역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여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조사할 때 친구들

많은 면에서 변화되었다. 언론과 미디어에 진로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 보다 절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CTBS(언론미디어))

모여서 환경, 인권, 역사 동아리의 각종 활동을 취재하는 동안 주변에 다른 사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

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많이 생겼으며, 안성의 고유문화인 남사

어 홍보활동을 통하여 아동과 관련된 사건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

당놀이와 바우덕이 축제를 주변에 홍보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

였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다. (CTBS(언론미디어))

작지만 단체에 후원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

지난해에 이어 학대받고 소외받는 아동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하는 모습에 친구들이 후원금을 기부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 (스콜라)

연속해서 활동하는 만큼 더욱 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들

‘나는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이

을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돕기보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선생님이 되어 주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작지만 실용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

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았고 그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봉사라는 것이

한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천연 해충 기피제를 제작할 때 환경보전에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레인보우 프로젝트 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화학과제연구)

에는 수동적으로 행동한 반면 활동을 하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위안부 관련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배지 제작을 할 때

거나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매체를 통해 다소 피상적으로만 알던 것을

다. (스콜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사람의 작은 실천이 사회를 조금씩 바

‘나는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와 경기지역아동센

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독도사랑 캠페인을 할 때 설문조사와

터 학생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과학실험 나눔봉사를 통해 이전에는 이

독도 찾기 행사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독도에 관한 정보를 묻고 관심을 가져 작

론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이라는 문제를 더욱 더 체감하면서 인식하게 되었으

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HOK(역사연구))

며,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
려고 노력하게 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화학과제연구)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위안부 관련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거

게 해야 할까요?

나 잘못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교내에서 위안부 피해

전반적으로 이번 동아리 연합 Better Together 프로젝트는 학교 구성원들 중심

할머님들 후원 및 캠페인을 열어 모금을 할 때 주변의 관심과 호응에 뿌듯함을

으로 홍보하고 실천하였으며 방송관련 동아리인 CTBS는 바우덕이 축제 등 안

느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권과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겠

성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였다. 비록 그 홍보의 범위가

다는 마음이 들었다. (HOK(역사연구))

교내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차후 활동에는 보다
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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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사동아리 HOK의 경우 지역사회에 역사문제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독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와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노력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였으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안성의 고유문화인

며 차후 더욱 더 확대되리라 기대가 된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만큼 그 다양성을 함께 묶는 구심점이 다소 부족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며 극복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극복 방법은

지속적이라고 생각된다. 스콜라 동아리의 경우 작년에 이어 활동한 만큼 지역사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끼리 서로 자주 소통하고 상의하며 내용을 공유하려고 노

회와의 소통도 더욱 활발하고 계획도 구체적으로 짜여져 아동인권을 위하여 후

력하였다. 담당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의 어려운 점을 서로 상의하였으

원금을 모금하고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고 노력하여 소통이 활발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레
인보우 프로젝트를 알리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도움을 청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마을게시판에 프로젝트 자료를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게시하여 홍보하거나 지역신문의 독자참여코너에 기사를 게시할 수 있을 것 같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카카오톡과 같은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른 학교의 다양한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장점을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 프로젝트를 알리면 지금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형성되면 지속 가능한 현안문제해결에 더욱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각 학교의 개별 주제 프로젝트 외에도 전국의 유네스코학교가 함께 참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화학과제연구 동아리는 지역의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한 점이 매우 바람직
하였으며 더욱 더 지역사회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은 매우 높고

여할 수 있는 공통된 프로젝트도 함께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 같은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진행되는 사업이 매우 많은데 고등학교 학생들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자료를 비롯한 학습 툴이 좀 더 개발되면 좋겠다. 마지막

올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동아리를 연합하여 무지개처럼 다양하게 구성하여

으로 학교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루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환경, 인권과

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알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변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하나이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경기창조고등학교 박교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배낭여행이다.”
어디로 가야할 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창조고등학교 송지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합창이다.”
함께 노래하는 합창처럼 화합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창조고등학교 이유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콩나물이다.”
콩나물처럼 청소년들이 씩씩하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경기창조고등학교 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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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외국어고등학교

Oasis Project : If you…?
학교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10
지도교사
서은성, 류보현

학생구성원
박지원, 박유빈, 김영신, 조태민
손예원, 조원빈, 천승우, 박소윤
이현직, 천소영, 정다현, 이민형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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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학년이 함께 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 한 번쯤은 수압이 낮아지거나, 차가운 물

있나요?

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캠페인에 대한 학생들의 높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학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기

은 공감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상 생활 속에 어떤 화학제품이 사
용되고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선뜻 제품들을 나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것 조차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 학교 몇 학생들에게 한 질문을 통해 직접적

위에서 말한 샴푸와 치약이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섬유세제 등이

으로 알 수 있었다. 석유화학 제품인 샴푸, 린스, 치약, 화장품을 무분별적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절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로 사용했을 때 인체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

얼마나 많은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또 얼마나 경계심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

표적으로 치약의 경우 우리는 주로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을 선호하지만, 거

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여 살

품을 내는 것은 모두 화학계면활성제의 역할로 사람의 구강 건강을 해치는

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대표적인 화학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샴푸 속에 포함된 머리의 각질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의 의존 정도를

제거하는 미세 실리콘 성분은 물 속에 분해되거나 정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고, 대체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 체험해 보는

않아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한다.

기회를 가지도록 도왔다. 하루에 2리터로 한정된 양의 물을 사용해 봄으로써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는 ‘만약 2리터의 물 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면’이

의 평소 물 사용 습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샤워실에서 15분이

다. 우리 지역 구미는 낙동강이 흐르는 지역으로 학생들은 녹조가 끼어 있거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당연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경각심

나, 점점 말라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을 일깨워 주고자 했다.

물 부족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경북외국어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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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If you can not use chemical products a day?

었나요?

경북외고 상록수 동아리 부원, 경북외고 캠페인 신청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If you

화학제품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돕기 위

cannot use chemical product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상 속 무분별적인 화학제품 사용

해서 우리는 화학품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제품을 찾아보았다. 학교 내

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6월 7일, 8일 양일 간 캠페인을 진행했고,

에서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소금 치약을 사용해 보았다. 캠페인을 진

하루 전 날인 6월 6일에 참가자들에게 규칙을 일러두고, 표와 치약을 배부했다.

행하는 2일 동안은 의복을 제외한 어떤 화학 제품의 사용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실제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사용할 수

아래는 학생들의 참여 소감문 일부이다.

밖에 없는 물의 양은 20리터이지만,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

최효주 학생 : 실수로 양치 소금을 한 번

학생들의 특성상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 음식 조리에 사용되는 물까

에 많이 사용했더니 너무 익숙하지 않아

지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화장실 물을 한 번

서 힘들었다. 하지만 입을 헹구고 나서

내릴 때 6~8 리터가 사용된다는 사실과 샤워기를 1분 동안 틀어 놓기

는 치약보다 깔끔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만 하면 1.5리터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2리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샴푸, 로션도 마찬

터 생수병을 지급하고, 그 물로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시거나 개인 위생을

가지로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

하는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운 느낌이 들어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생각에 새로운
전환을 갖게 된 계기였다.

If you cannot use water more than 2 liters a day?
경북외고 상록수 동아리 부원과 물 캠페인 참가 희망 학생들은 학교에서 If you cannot
use water more than 2 liters a day 캠페인을 진행했다. 10월 12일 13일 양일간 캠페
인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에게 12일 아
침에 2리터 생수병을 지급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 마시는 물, 개인위생에 사용
할 물은 지급받은 물 안에서 해결할 것
을 부탁했다. 우리의 과도한 물 낭비 습
관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고,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들의 물 사
용 습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고,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겠다고
말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침서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조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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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소금 치약을 주문한 회사에 캠페인의 내용을 알려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리고 제품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학교 위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캠페인을 하고 난 후, 매일

홍보를 할 수 있는 책자를 배부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소금 치약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상록수 부원에게 천연 치약에 대해 문의하거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나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샴푸를 사용하는데
도 천연 샴푸를 사용했다며 상록수 부원들에게 자랑스러운 말을 해오는 학생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도 있었다. 물을 2리터만 사용해야 한다면 캠페인 이후에는 세탁실에서 옷가지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를 하나만 넣고 세탁을 하는 등 물 자원 낭비 모습은 줄어들고, 함께 빨래를 할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친구를 구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이 샴푸나 린스, 화장품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 한 장소에 모인 학생들의 머리나 피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를 만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캠페인의 목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부터라도 일상

들고 학생 자가 확인, 친구 확인란을 만들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돕

생활 속에 분별없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경계

는 방법을 고안했다. 표에 샴푸, 화장품, 치약 O, X란을 만들어 참여 정도를 표

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 상록수 부원끼리

하자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특히 샴푸, 린스, 폼 클렌징, 치약 등의 성분을 정리

시하도록 했고, 주변에서 항상 지켜볼 수 있는 친구로부터의 확인을 받도록 했

하고 그 영향에 대해 상록수에서 정리한 것을 읽고는 평소 본인들이 사용했던

다. 그랬더니 상록수 부원도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

것들이 가지는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그 표를 읽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가질

라, 학생들 또한 본인의 참여도를 확인하면서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수 있었다. 캠페인을 종료한 후 상록수 부원끼리 가진 피드백 시간에는, 학생들
의 소감과 참여도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의 소감에는 평소 알지 못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거나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것으로 대체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등의 인식 변화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모습이 있었다.

구미 지역의 학교 중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알고 있거나 실제로 시행하는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어디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서 주최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학생들을 많이

게 해야 할까요?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생들 스스로 캠페인을 진행하면 된다

우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때 소금 치약을 주문했던 회사에 캠페인 사실을 알려

고 말했을 때, 놀란 표정을 지어 보이는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른

드린 바 있다. 소금 치약의 효용성은 물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교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레인보우 프로젝트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나서, 이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

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해지면 좋겠다.

를 본 일이 드물다.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하프이다.”
하나 하나의 줄들이 모여 한 악기를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청소년 세계시민들도 한 명 한 명이 모여 어울리며 아름다운 세계,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경북외국어고등학교 김영신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귤이다.”
귤을 먹기 전까지 껍질을 하나씩 까나가야 하는 것처럼, 청소년 세계시민이 되기 전에 세계시민으로써 필요한 자질,
해야 할 행동,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등을 고민하여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조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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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여자고등학교

경주의 PEACE 프로젝트
보존하고(Preserve), 공감하고(Empathize), 알아가고(Acquire), 소통하며(Communicate) 즐기는(Enjoy) 프로젝트

학교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437
지도교사
한승민

학생구성원
전수정, 이주현, 김나경, 김령은, 김민아
조자연, 신민주, 채연수, 김민서, 이가은
이수현, 주시연, 이소은, 김태린

협력파트너 :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처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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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하였다. 또, 평소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우리

있나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세계 곳곳의 소식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경주는 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이다. 그만큼 경주에는 역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모두가 세계

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일제강점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식과 자세를 함양하도록 하고 싶었다.

기 때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프
로젝트를 통해 이렇게 아픈 역사에 의해 훼손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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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기

더불어, 일제강점기와 관련하여 평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보편적 가치에 비춰 문제점을 파악하여 당시의 희로애락에 공감하고 느낀 것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탐구한 내용을 관광도시라는 지역의 특색을 살

다수에게 알리기

려 직접 외국인에게 홍보하며 세계 시민으로써 한 걸음 더 성장하고자 하는

•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기

의도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해서 즐거운 과정으로 활동하기
•	역량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세계화 시대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 아는 것만큼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고
다른 나라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네스
코학교 학생들과 우리 지역사회부터 우리 지역 문화재와 지역에 대해 더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세계인들이 경주에 대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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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가까이에서 찾은 세계화의 필요성

군함도 학술제 개최

3월 25일, OWHC 청소년 동아리원이 새 학기를 맞아 경주시 일대의 동궁과 월

7월 26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군함도 학술

지, 첨성대와 대릉원으로 답사를 갔다. 고문헌과 설화를 바탕으로 배경지식을

제를 개최하였다. 한 달간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자료 팀, 홍보팀으로 나뉘어 행

담은 자료집을 보고 자료 팀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지역 경주의 역사적 중요성

사를 준비하였다. 군함도와 ‘미귀환자’를 핵심 주제로 하여 최대한 사실 전달에

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또한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역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랐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토 분쟁의 초점이 되는 우리의 땅 독도가 실제 외국

군함도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비교하며

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보고 역사의 대중화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이뤄

비판적으로 역사를 수용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기회가 되었다.

질 수 있게 국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
5월 24일, 학교 봄 소풍으로 부산에 위치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
하였다. 올해의 동아리 활동 핵심 키워드인 ‘강제동원’에 대해 더 잘 알아보고
2017년 여름 무렵 가장 화제가 되었던 ‘군함도’에 대한 배경지식을 키웠다. 그리
고 실제 ‘위안소’와 탄광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보고 잊혀진 역사의 심각성을 느끼
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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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총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행사를 관람하였다. 경주시민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

지난 1년간 우리 OWHC 청소년 부원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키워드

러져 행사에 참석하면서 경주를 더 자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세계로 나아갔다. 지역사회를 둘러보며 역사에 대한 애
착심을 가졌고, 멀리 나아간 지역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아픈, 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대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 또 학교에 돌아와 행사를 개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최함에 있어 느낀 것을 실천에 옮기는 성숙한 세계시민적 소양을 기를 수 있었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다.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항상 활동 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까지 자료 조사하는 데 시간을 보
냈다. 특히 군함도는 국내 자료가 미비한 편이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예능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프로그램, 해외 자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것이라 중복되는 것도 많고 간혹 가다 틀린 자료가 나올 때도 있어 진위 판별에

동아리 활동 중 군함도 학술제를 진행할 때 시작 전 군함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료를 조사하였고, 동아리 부

진행하였다. 군함도의 일본 명칭, 강제동원 규모를 묻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임

원들이 오류가 생길 때마다 모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힘을 모은 덕분에 성공

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이 꽤 있었다. 행사가 끝

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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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나고 소감을 들었을 때 친구들이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 유네스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느냐.”라며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끝난 후 진행된 퀴즈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등 강제동원에 많은 관심이 생긴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것 같았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여러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뿌듯했다.

지역의 주민이, 학교의 학생들이 널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지적활
동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의도에 알맞게 문화재에 대한 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역사회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졌을 것이다. 또 경주라는 도시의 특성을 잘 활용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하여 역사, 국제교류와 관련된 큰 행사가 열릴 때 각 학교의 유네스코, 문화재

게 해야 할까요?

또는 국제 동아리가 참여하여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기회가

전국 각 지역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모인 ‘유네스코 어깨동무 캠프’에

있었으면 한다. 그러하면 어릴 때부터 길러진 지구촌 주민의 인식이 나중에 국

참가하였다.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유산도시기구를 알리고, 핸드페인

제무대에 발돋움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OWHC 청소년 동아리

팅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역사유적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다

부원들은 세계시민의 자세에 대해 더욱 많이 배워가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발

졌다.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서로의 학교,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시간을

전된 모습을 보이겠다. 우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전교생과 지역 사람들이 프로젝

가지며 직접 가보지 못한 도시의 문화유산을 알게 되고, 경주의 아름다운 세계

트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선생님들과 학교 친

유산을 알릴 수 있었다. 그리고 경주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

구들, 유네스코 본부와 지역사회 모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새로운 연결망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연결망이다.
경주여자고등학교 김민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주춧돌이다.”
인류애를 기르는 주춧돌, 평화를 다지는 주춧돌,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관을 찾는 주춧돌이다.
경주여자고등학교 조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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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외국어고등학교

We Are the One with UNESCO (W.A.O.U)
학교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20
지도교사
임성진

학생구성원
이현선, 이서연, 신현서, 장유진
이현진, 강수인, 이현민, 장윤영
윤서진, 황희진, 손승현

협력파트너 : 과제연구 시민 교육 팀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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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가치를

있나요?

전교생에게 알리고 같이 실천해나가는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영화제 코너에 질

제1회 시민영화제에서 상영한 영화들은 자본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

문과 토론 시간을 비중 있게 넣어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의 폭을 넓히고 타인을 보

다는 점에서 우선 이 프로젝트는 지역문제와 연관이 있다. 영화의 내용을 통

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기르도록 했다.

해 학생들은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의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아갈 방법들을 토론을 통해 생각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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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시민영화제를 프로젝트의 중심 활동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실천약속은 참가 인원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활동 내용을 중점에 두고 계획하

유네스코 가치 알림 캠페인과 그와 같이 진행한 모금활동은 빈곤이라는 지역

고 실행하자는 것이다. 첫 활동이고 학생들이 잘 모르는 만큼 참여율이 미지수

문제와 연관이 있다. 소외된 아동이나 다양한 방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청소

였지만,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행사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년들의 위기를 알리고 그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	실천약속은 철저한 역할 분배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이다. 동아리

판단했다.

부원들이 홍보, 진행, 사진 촬영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
선을 다해 임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제1회 시민영화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본주의에서 발생되는 사회 문제와 인

가치를 항상 되새기는 자세이다. 유네스코 시민 영화제를 열 때에도 영화에서

권이 무시되고 물질이 우선시 되는 사회 현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시민의식에 대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으며,

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토론을 통해 도출하고,

유네스코 알리기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활동 목적을 달성했다.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문제들부터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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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약속은 프로젝트의 본목적인 유네스코 알리기를 잊지 않고 유네스코의

유네스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모금활동

제1회 시민영화제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시민 동아리 ‘이

유네스코세계시민 동아리 ‘이상’이 주최한 제1회 시민영화제에 고양외국어고등

상’ 멤버들이 유네스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2회 진행하

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함께 ‘목격자의 밤’과 ‘침입자’를 관람하였

였다. 유네스코 홍보 팜플렛을 나누어 주고, 안내책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네

다. 참여한 학생들은 영화감독님과 배우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영화에서

스코가 무엇인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생들에게

무엇인지 알렸다.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프

질문해본 결과, 영화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이야기를

로젝트의 주 목적인 유네스코 알리기를 실천하였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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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의무이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세계시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윤서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치관이다.”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과 의식은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의 가치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장윤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밥이다.”
밥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데 꼭 필요하다.
시대가 갈수록 시민의식은 밥처럼 꼭 필요하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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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방법,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정리해온 후 같이 나누었다. 그 후 우리학교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에서 제1회 시민영화제를 하고 나서, 유네스코학교 4군역끼리 각자 한 활동을

평소 정해진 틀이나 양식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우리의 영화제 활동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

이전 역사가 없는 제1회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

게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영화제를 개방하거나, 지역주

한 막막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여러

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네스코 파티를 진행하면서 강연을 하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내며 화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어떻게 하

의의와 목적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 즐겁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며 평소 생각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새
로운 것을 탐색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유네스코 시민이 가져야 할 ‘협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동ʼ과 ‘화합ʼ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었다. 더불어 ‘시민영화제ʼ라는 매개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를 통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유네스코의 가치를 알리고 서로 토론하며 생각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제1회 시민영화제를 진행하면서 맡은 일에 대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영화제 기획과 준비과정에서

책임감이 강해지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뿐만 아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 회의를

라 영화 속에서 드러난 시민의식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기도 했다. 또

갖고 다음에 개최할 때에는 각자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

한, 캠페인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가치에 대해서 정확

였다. 또한 영화제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히 알지 못했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

좀 더 스스로 유네스코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인 프로젝

을 가져주었다. 페이스북에 자주 홍보 글을 올리고 문의에 빠르게 답변을 해주

트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을 포함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었고 여성인권이나 학

었던 것이 성공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생인권과 같이 다른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되었다. 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활동들을 통해 유네스코의 가치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마음가짐과 인권의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처음 액션플랜을 세울 땐 첫 시작이니만큼 인원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였다. 하지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나의 동아리에만 국한되어 하는 활동이 아니

유네스코의 가치를 스스로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학교 친구들과 나누면서 많은

라,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유네스코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활동인 만큼 많은

친구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고 영화제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교생, 또는 1학년과

그리고 학생들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에 돈을 기부하면서 그들

2학년이 참여하는 영화제와 캠페인을 열어 효과적으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

의 시민의식도 향상되었다. 또한, ‘유네스코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접해본 것

으면 좋겠다.

이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들이 많았다. 그래서 유네스코 알리기 캠페인
을 통해 여러 자료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유네
스코에 대한 소양은 물론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로 인해 유네
스코가 무엇인지 ‘추상적ʼ으로만 알았던 사람
들을 본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1회 시민영화제를 진행하기 위해 중산고등
학교의 영화제에 동아리원이 참석하여 진행

232

만 활동을 해나가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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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고등학교

세계를 향한 날갯짓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31
지도교사
김지현

학생구성원
강서연, 백승희, 김연수, 신혜원, 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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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추구하고 세계 곳곳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유도했다.

있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학생들이 일상과 학교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
로써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며 인권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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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변화 및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

•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사회적으로 세계 여러 문화와 상황을 홍보하고 배우며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 7가지 목표를 교내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 어렵지 않게 전달하기

그리고 그 부분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교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시민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하며
교내 동아리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레인보우 프
로젝트의 실천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레
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렵고 먼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을 가
지고 각 항목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
을 제시하고자 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
정무역과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으로 개개인의 공정무역 활동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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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교내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홍보 캠페인 진행

유네스코 볼런티어 연세대학교 ‘아띠’ 성교육 프로그램

교내 학생들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의 기반이 되

대학생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

는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기회를

로그램에 참가한 연세대학교

통해 동아리 부원들도 동아리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받았다.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과 ‘연애’ 등과 관련하여 성
적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 단체 사진전(YOUTH FOR YOU) 진행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급 전원이 협동하여 단체 사진을 찍고 우수한 학급에
상품을 지급했다. 학급마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개개인의 소외받지 않을 인
권을 보장하는 유익한 활동이었다.

서울·인천 유네스코학교 ‘세계시민의식 홍보 캠페인’
시민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인천지역의 8학교가 연합하
여 한강 공원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각종 퀴즈를 진행하고
SNS 사진 판넬을 제작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세계시민의식에 대해서 재고해 보
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축제 ‘가람제’ 부스 운영
교내 축제인 ‘가람제’에 참여하여 인권 다트&물총 게임, 평화의 비둘기 포토존,
환경 보호를 위한 컵에 쓰레기 담기 프로그램, 공정무역 아이스초코, 중국/일본
의 전통의상 체험, 일본 전통 놀이(후쿠와라이 체험), 굿네이버스 모금함, 굿네이
버스 꿈찌 만들기, 1년 후 자신에게 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

유네스코·경제부 : 공정무역 토론

내 학생들에게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과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

본교 경제부 동아리와 공정무역의 장단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위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각자 자신이 준비해 온 자료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고 공정무역의 단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하였다.

유네스코X도서부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 진행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
념하여 본교 도서부 동아리와

잔반 줄이기 캠페인 준비
사정상 잔반 줄이기 캠페인(환

함께 연합 활동을 진행했다.

경)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캠

도서실 행사를 위한 책갈피를

페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제작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과 그

포스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

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알게

졌다.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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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만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유네스코·영자신문부 : 창덕궁 방문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교 영자신문부 동아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을 방문하

였다. 아쉽게도 후원을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전통의 멋과 고유의 색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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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히 느낄 수 있던 활동이었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내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사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 가까이 친근하게 있
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7가지 목표(평화, 인권,
경제정의, 지역고유문화, 세계화, 다문화, 환경)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당연하
게 있는 것만 같아 그 중요성을 잘 몰랐었지만 1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절실하
고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세계시민’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화 된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참여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유네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작은 변화들

스코 부원들 그리고 일반 학생들 중에 신청자를 모집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참

을 만들어낸 것 같다. 교내에서 학급 단체 사진전을 진행할 때에도 몇몇 선생님

여 금액은 모아서 기부할 예정이다.

들께서 학급의 학생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주시고 직접 사진을 촬영해 주기도 하
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가족들도 1년 동안 곁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무엇
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적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서울, 인
천 지역 8명의 학생들과 함께 연합 활동을 계획했다. 한강 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관련된 퀴즈

캘리그라피로 부채 꾸미기

를 풀고,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과 영화를 소개하며 SNS

한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부원들 그리고 일반 학생

판넬을 제작하여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쉽고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세계시민의

들 중에 신청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름다운 한글을 적으며 한글

식을 홍보하였다.

에 대해 새삼 그 가치를 느끼게 되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
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주 사용자가 젊은 세대인 것을 고려하여 SNS를 사
용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해 직접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퍼포
먼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대보다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은 학교 축제인 ‘가람제’에서 부스를 운영했
던 것이다. 작년에는 좋은 위치의 교실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지리적으로 조
금 구석진 곳에 위치한 교실을 배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
들이 동아리 부스에서 운영되었던 인권 다트&물총 게임, 평화의 비둘기 포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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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한 컵에 쓰레기 담기 프로그램, 공정무역 아이스초코, 중국/일본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고 늘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위

의 전통의상 체험, 일본 전통 놀이(후쿠와라이 체험), 굿네이버스 모금함, 굿네

한 어떠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이버스 꿈찌 만들기, 1년 후 자신에게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해 주

예방교육, 흡연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세계시민교육도 연간 시수를 정해놓고

었다. 평소 학생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접할 기회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이

준 것 같아서 성공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론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예상 외로 더 어려웠던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유네스코 볼런티

덧붙이자면 올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진행했던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

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받았던 것이었다. ‘성’

소년 세계시민여행에 참여하면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이

교육이라는 단어에 약간의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부원들은 처음에는 참

야기를 나누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할

여하기 꺼려했지만 막상 성교육과 멘토링을 받으며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세계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수 있었다. 특별한 극복방법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성되는 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위기와 눈높이 설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이러한 비슷한 프
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년 동안 교내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었다.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의 주제가 모
두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학생
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는지는 몰라도 현대의 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교
육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잘 알 수 있었다.

유네스코X경제부 : 공정무역 토론

학교 축제 ‘가람제’ 부스 운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레고 블럭이다.”
다양한 색과 모양의 레고 블록이 차곡차곡 쌓이고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모두 제각각인 청소년 세계시민들이 모여서
다양성이 보장된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광양고등학교 강서연

236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광양백운고등학교

너+나=우리
학교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250
지도교사
박미진, 양혜경

학생구성원
한경용, 김주영, 김현준, 양고은, 최희영, 전서희
이소영, 박소원, 조슈아, 이청수, 김도건, 윤재민
김덕현, 차유진, 박새로빛나 , 이우혁, 서민경
김아영, 김주영, 한경용, 손유진, 조유민, 최태주
김다빈, 이유진, 최대휘, 최 선

협력파트너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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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7가지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의식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이다. ‘우리랑은 상관없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

들이 바로 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학교에

닌, 누구나 나서서 7가지의 인식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신경쓰고 생각해주며 고민

다문화 친구, 외국인 친구들이 재학 중이고 현재 우리 동아리에도 나이지리

해주는 아름다운 사회를 뜻한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조금씩 우리의 활동으로 인

아 친구가 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계는 변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에

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바라는 점이다. 지역사회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

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의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리고 올바

다. 우리 할머니들과도 같은 가슴 아픈 역사 속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내 주

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통해 깨끗한 광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 학교에서

변에서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아무 의식 없이 남겨지는

급식 다 먹기 활동을 먼저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식을 먼저 개선할 수 있으면 좋

많은 음식들,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 내가 사는 이 지

겠다. 이전에는 잘 몰랐던 내 주변의 환경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

역에 대한 무관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소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

역의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

변에 존재한다.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되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비

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 ‘나’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함께 아름답게 공

슷한 ‘나’들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프로젝트가

존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누군가가 고통받고 힘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문제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어하는 상황에서 나의 일이 아니기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는 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우리 학교, 지역,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에 영향을

황을 조금은 따뜻하게 조금은 배려있게,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식을 갖는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면 무한이기주의로 가는 사회를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공동체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37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

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Clean Food Tray

엇이었나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함께 지내는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다. 그래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이다. 무조건 커다란 프로

가까운, 시급한 문제를 주변에서 찾았다. 바로 ‘급식 잔반’이었다. 급식 잔반은 심각하게

젝트보다 우리 학생들이 현 위치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실생활에 도

많이 남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우리는 직접 피켓을 제작하여 급식시간에

움될 만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우선시라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피켓을 이용하여 급식실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Clean Food Tray’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급식실 식탁

•학교 급식 식판 비우기 캠페인 ‘Clean Food Tray’

에 잔반 줄이기에 관한 스티커

•광양시의 쓰레기 분리배출 세부기준 홍보 Ex_닭뼈, 달걀껍질

를 부착하였다. 주변부터 살펴

•‘Earth Hour’ 지구촌 불끄기 캠페인 : 학교 및 개인 실천

보며 모두가 작은 하나에 큰

•학교 빈 화단을 이용하여 배추 심기 및 김장 김치 기증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깨끗한 공기정화를 위해 직접 정화식물 가꾸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동화책 발간 및 기부 활동
	•위안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확대를 위한 캠페인 활동 및
휴대폰 케이스 제작
•다문화 의식 개선 캠페인
•우리나라 고유문화 알리기 UCC 제작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PPT 발표
•지구가 당면한 세계 여러 문제에 대한 모의 유엔회의 개최

우리 지역에서는 음식물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세부기준 홍보 프로젝트)
각 지역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세부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
면 알맞게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저 달걀껍질, 닭뼈 등 헷갈릴 만한 쓰레기들을 무
심코 생각 없이 배출한다. 그래서 유네스코 동아리가 직접 세부기준을 광양시청을 통해
찾아본 뒤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여 세부기준 홍보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함께 공존하
는 지역사회, 광양시 시민들에게 세부기준 홍보물을 나눠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단
지 나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명 ‘너+나=우리’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활동이었다.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작은 한 걸음, 지구를 위한 한 시간 Earth Hour
지구온난화는 가속화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이 필
요함을 느껴 학교차원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던 중 학교와 가정에서 소
등행사를 실시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4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점심시
간 학교의 전등과 전기 기자재
를 끄고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
들이 주축이 되어 ‘나만의 환
경 서약서’ 작성, ‘지구촌’ 삼
음식물 분리배출 홍보 프로젝트

행시 짓기, 지구를 살리기 위
한 나의 다짐 및 각오 게시 등
의 활동을 통해 꾸준히 Earth
Hour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의 대기오염으로부터 친구들을 지키자, 공기정화 식물 심기 프로젝트
광양지역은 근처에 들어선 제철소로 인해 타 지역보다 대기 오염이 심하여 장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한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장소에서 좀 더 쾌적하게 학습에 정
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하여 5월에 2학년 교실 화단 앞에 공기정화에 탁월
한 테이블야자, 제라늄, 다알리아 등 6종을 심게 되었다. 텃밭을 정기적으로 가꾸고 물을
주어 식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과 애정이 필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공기정화 식물 심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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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른 배추로 함께 나누는 정,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김치 기부하기
텃밭을 가꾸는 활동에서 착안하여 우리가 기른 농산물을 수확하여 이웃의 소외
된 사람들과 나누는 특별한 기부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의견에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찬성하여 무더운 8월임에도 불구하고 배추, 무, 당근을 빈 텃밭에 심게 되
었다. 농약을 치지 않기에 배
추에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튼
튼해 보이지 않아 먹는 채소를
기르는 일에도 노하우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렇게 키운 채소가 잘 익어가는
모습에 뿌듯해 하며 수확할 날
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휴대폰 케이스 제작, 판매를 통한 기부 캠페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어린이 동화책 발간, 유치원 및 도서관 기부활동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하다가 희움에서 판매하는 팔찌와 같이 매

우리 학교에는 도움반이 있어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각

일 착용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

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가 직접 제작하여 만든 휴대폰 케이스

시간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에서 동화책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네

를 판매해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도안

잎 클로버 동산에서 살고 있는 세잎 클로버가 겪는 차별과 갈등, 네잎 클로버들

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도

이 같은 입장이 되어 보며 느끼게 되는 감정을 통해 반성하는 과정을 그린 ‘세

필요해서 illustrate를 또래 친구에게 배

잎이어도 괜찮아’를 발간하게 되었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들도 읽을 수 있

워 우리만의 도안을 만들 수 있었다. 광

도록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국어로 번역하였다. 무더운 여름방학

양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녀상 건립

중에도 매일 학교에 나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구상한 우리들의 보람이 11월 중

을 위해 모금이 진행 중이다.

광양지역의 유치원, 도서관, 초등학교에 기부될 예정이다.

문화 교류의 장,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4월 29일 진행된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에서는 러시아, 프랑스, 아프가니
스탄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교류의 장인만큼
외국인 선생님들에게도 우리의 음식과 예절 등의 문화에 대해서는 알리는 시간
을 가졌는데 흥미롭게 들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 더
욱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프랑스의 다양한 치즈를 맛보고 러시아
의 전통의상 체험, 아프가니스탄의 예절에 대해 알아보며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확대 캠페인
위안부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와 일본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 소녀상을 그린 전지 앞에서서 그분들이 느끼셨을 기분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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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다양함이 공존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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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26일까지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다. 아침시간에는 전체학생들이 지식채널e에서 방영한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 상식이 있다. 음식을 남기고, 전기를 낭비하면

포함해 매일 5편의 영상을 시청하고,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문화 관련 표어

환경에 해롭고 장애인, 다문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쓰기, 포스터 그리기, 다문화 가정에 편지쓰기, 다문화 골든벨 행사를 함께 하며

늘 배우는 상식이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 그러나 유네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 다름이 아닌 닮음을 실천해

코 프로젝트를 하며, 우리는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깨끗한 식판 스티

보는 시간을 가졌다.

커를 붙이고, 음식을 먹을 만큼만 담도록 노력했다. ‘Earth Hour’ 행사에서는 컴
퓨터 불빛 없이도 재밌게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동
화책을 만들며 장애인을 무의식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번
검토했다. 인권, 다문화, 환경, ‘나와는 상관없지만 알아야 하는 상식’으로만 생
각하던 우리는 그 단어들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 깊
은 이해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부했다. 우리에게 생겨난, 가장 큰 변화이다.
유네스코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난 사소한 거라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무
심코 행동하고 다녔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비록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도 1년 전의 나와 후의 나는 다르다.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고 세계시민으로써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10대의 학창시절 중 가
장 보람찬 활동이다. 세계시민이 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것이
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Earth Hour’ 행사 당시 우리는 학생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각 반을 돌아다니며
형광등과 컴퓨터 전원을 껐다. 처음엔 항의하던 학생들도 우리의 노력이 계속
되자, 자발적으로 형광등을 끄고 행사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비록 매일매일이
아닌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기가 없어도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듯했다.
또한 행사 초기에 간식만 받고 들어가던 학생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간식
을 받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햇살이 내리는 운동장과 교정을 거닐며, 자연과 함
께하는 친환경적인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
위안부 핸드폰 케이스 판매 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업 시간마다 수없이 위
김장김치 심기

안부에 대한 설명을 들어왔지만, 정작 깊이 있는 이해는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위안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면서, 우리는 위안부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할머니들의 슬픔과 한
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분들의 아픔이 단순히 마케팅, 상업적 목적
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고, 위안부에 대
한 설명을 하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역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던 학생들에
게 변화를 가져왔다. 위안부에 대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학생, 핸
드폰 케이스로 가지고 다니며 항상 그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겠다는 학생 등 많
은 학생들이 위안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쓰레기 분리배출기준 홍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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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소 함께 게임도 하고 멘토 멘티 활동을 하거나 함께 팀을 꾸려 프로젝
트를 회의하고 피켓 등을 만들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

조사한 뒤 표로 정리하고 스티커로 제작하여 동아리 인원 전체가 사람들이 많

고 모든 활동에서 서로 격려하며 모든 활동을 행복하게 소속감을 느끼며 진행

은 번화가로 나가 나누어 드리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관련 피켓을 손수 만들어

할 수 있었다. 또한 유네스코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의 역할도 컸다.

들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합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더

모든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작은 활동들도 항상 곁에서 함께해 주셨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

다. 또한 우리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힘든 활동을 할 때에는 응원과 함께

고 있는 사람들이 친근하고 재미있게 일반 시민 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

힘내라고 토닥여 주셨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에 더 열심히 활동할 수

각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각 가정에 전달하고 그에 따라 학부

있었다고 생각된다. 자신들의 역할을 정해주고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님들도 같이 동화되고 좋은 의미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효과적인 프로

25명의 부원들 중 몇 명만 열심히 활동한다면 진정한 활동이 아니다. 25명들의

젝트 확산과 소통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장의 자격으로 참가했던 세계

부원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어떤 한 명은 카

시민여행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여행이다.

페를 운영하고 한 명은 활동계획 담당 등 역할을 나누어 주니 확실한 효과가 나

솔직히 세계시민여행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유네스코 활동을 가볍게 생각하고

타났다. 결국은 학생과 선생님의 화합과 협동심,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고자 하

진심을 담아 활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녀오고 나서 유네스코 다른 학교들의

는 의지와 열정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원활하

친구들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극을 받아 학교로 돌아온

게 진행할 수 있었나 싶다. 팀워크!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세요. 세계

뒤 모든 활동의 계획을 우리끼리만이 아닌 주변사람부터라도 활동 결과를 알리

시민의 기본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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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른 학교들과 소통하기 보다는 직접 나가 발로 뛰며 시민들과 소통하
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자면 광양시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세부기준에 대해

고 홍보하고자 했다. 홍보 방법은 그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 행사로 기
획해 최대한 유네스코 세계시민 활동에 관심을 북돋아주려고 노력했다. 더 많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형 활동 위주로 세웠다. 예를 들어, 음식폐기물 세부기준 홍보를 거리에서 지역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를 처음 접한 학생들의 인식 개

시민들에게 전달하거나 ‘Earth Hour’ 캠페인을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마다 학교

선이 시급하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배워가면서 이해하지만 보통의 일반

점심시간에 전교생 상대로 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포토존을 만들

학생들은 ‘도대체 유네스코 동아리는 뭐하는 동아리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또한 우리들의 활동 결과 보고

우리는 당당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를 SNS를 통해 알리고자 했다. 우리의 또래인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하다. 전국의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모일 순 없더라도 영상이라던지 온라인

이므로 활동 결과를 올리면 보게 된다. ‘아, 이 친구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교육을 통해 신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보완되기

라고 느낄 수 있게 최대한 다가갔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광양백운고등학교 유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다른 학교와 비교하며 점검해야 한다. 다른 학

네스코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류활동을 통해 정보도 얻어 가고 보완도 해가며 서
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최대한 유네스코학교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그만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들은 우리가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실 어려움이 꽤 많았다. 힘들고 어려운 활동에서는 동

활동을 기억해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화에 힘썼으면 한다. 물론 우리부터 변

아리 구성원들이 지치고 의지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화해야 할 것이다. 난 유네스코의 이런 말이 참 좋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

대규모 활동에서 질서가 잘 잡히지 않거나 학생들의 참여가 미약할 때도 있었

를 만든다.’ 지금 이 말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에

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유네스코 구성원들의 단합력이 돋보였다.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피아노이다.”
한 건반을 가지고는 한 음 밖에 낼 수 없지만 여러 건반이 모이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처럼 여럿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광양백운고등학교 최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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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휘고등학교

흰 바이올렛 프로젝트
학교주소
경기도 광명시 서원로 41
지도교사
류지연, 서영채

학생구성원
노수민, 정지성, 한민규, 정용준, 이유영, 이예림
성현아, 모준영, 정상원, 박신영, 이소은, 김대현
조유정, 이윤정, 이규민, 명수완, 최은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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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동의 변화를

있나요?

이끌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도 같이

1학년 전체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 - 환경, 지역문화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년 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 인문적 생태에 관심을 갖고 조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전교생이 넓은 의미의 생태적 관점을 갖고 지역문

우리 학교에는 장애 학생들, 특수학급 친구들이 재학 중이다. 아직 장애

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변에 할머니
와 할아버지를 멀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노인 분들도

2학년 전체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 - 인권

삶에 대한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들

1년 동안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과 강의를 들으며, 흔히 주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만은 않아 광명

변에서 볼 수 있는 여성,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시가 외국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마지막으

였다.

로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은 얼마만큼 보장받고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주제 - 환경, 인권, 다문화

이 이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우

였다. 노인,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우리 학교는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는

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을 아껴 쓰지 않고 수도

사람들도 같이 생각이 바뀌고 편견이 깨지게 될 것 같았다.

꼭지를 잘 잠그지 않거나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 화단에 쓰레기가 버
려져 있거나,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람이 없을 때도 틀어놓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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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1학년 환경 관련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지속적으로 ‘환경’과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경

광명동굴과 광명 공원 방문 이후, 광명 에너지재생 공원 조성에 대해 계획해 보았다.

험해 보며,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려고

친환경적 공원 모형을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였다. 친환경시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

노력하였다. 그리고 전교생이 각자 정한 소주제에 대해 서로 나누는 시

기가 되었다.

간을 가지며 지식과 경험의 확장을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동아리 시간에는 1학기에는 먼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환
경이 보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
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작은 행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고 싶었다. 2학기에는 인권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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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장애인, 노인, 다문화, 청소년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도 없애
서 그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과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의 인권도 중요한 기본적 권리라는 것
을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환경과
인권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였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
스로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다. 우리의 의식도 성장하여
내면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생태 관련 활동
을 하는데, 이를 조사해 와서 친구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에게 참여할 기회를 홍보하였다. 광명

었나요?

시에 학생들을 위한 생태활동이 많음

• 우리 학교 및 우리의 문제 파악

을 알게 되었다.

• 실천 목표 설정 - 환경, 인권
• 학년 별로 주제 선정, 동아리 내에서 주제 선정
• 우리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실천하고, 함께 나누기

광명시의 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조사하였다. 직접 물을 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 정수 체험 공간을 마련하였다. 물의 소중함을 느꼈다.

친환경 편백나무 방향제를 만들어보았다. 좋은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인공적 향기보다
자연의 향기가 더 감미로움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급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흙을 밟아보고 열매를 기다리며 자연친화
적 마음을 가졌다.

환경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랩
배틀 대회를 개최하였다. 영어
로 환경에게 편지 쓰는 형식의
가사를 직접 써보면서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외침을 실천해 보
친환경 편백나무 방향제를 만들었다

았다.
243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2학년 인권 관련 활동

장애인 체험 시간을 가졌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걸어가서 글을 써보는 경험을

나눔의 날 행사, 학급마다 인권 주제를 갖고 행사를 진행했다. 학급을 돌아다니

가졌는데, 매우 생소하였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

며 구경하고 참여하며 인권에 대해 즐겁게 배우고 알게 되는 시간이다.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 환경실태 조사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파괴가 무엇인지 점심시간 급식실 앞에서 설문
조사를 먼저 하였다. 친구들이 생각보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해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수화를 배웠다. 수화를 배우고 서로 대화
도 해보며 청각장애인이 마음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 환경센터 방문

다녀와서 우리 학급에도 인

광명 리싸이클링 센터와 쓰

권 박물관을 마련해 보았

레기 매립지 방문하였다. 큰

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

쓰레기 더미를 보고 반성하

습과 일생을 조사하여 박물

는 시간을 가졌고, 분리수거

관 형태로 게시하였다. 갤러리식으로 돌아다니며 관람하였고 더욱 알게 되었다.

제품으로 만들어진 물품이

위안부 관련 자석 배지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직접 그리고 색칠하여 배지를

놀라웠다.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함. 배지를 보며 위안부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생겨
뿌듯했다.

• 환경 교내캠페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별로 주제를 나눔. 교내 잘 쓰지 않는 공간 활용,
쓰레기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화장실 사용에 대한 교내 캠
페인을 홈베이스에서 진행하
였다. 친구들에게 환경 관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뿌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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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우리가 먼저 실천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교내 곳곳에 환경관련 스티커나

다누리 장애통합시설에 방문하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표어를 붙여 친구들의 환경 관련 인식을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분리수거방식,

사회적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훌륭한 어머니들과 멋진

물 아껴 쓰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노력하였다.

복지사 선생님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픈 마음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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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스티커

•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에게 인권에 대

• 다문화 인권

해 얼마만큼 알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

광명시 다문화센터에 방문하였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센터가 아니라, 센터 사

았다. 청소년 인권에 대해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어서 놀라웠다.

정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
드렸다. 다문화 사람들이 겪는 힘든 사정을 알게 되었고, 시 보조금이라도 받았
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노인 인권
인근 노인 회관에 들려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노인이라서 슬픈 점과 행복
한 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든다는 것을 명심하며, 노인분

• 인권 UCC제작

들을 위한 정책 변화에 힘써야겠다고 느꼈다.

각 모둠에서 직접 조사하여 방문한 센터에 대한 홍보 내용과 인권에 대한 우리
의 생각을 정리하여 UCC로 제작하였다. UCC 설명회를 가져 서로 이야기를 나
누었고, 관련단체에도 UCC
를 보내드림. 다양한 분야
의 인권 향상이 시급함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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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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세계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세계적인 화제나 문제가

게 해야 할까요?

되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사하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광명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가 정한 주제에 맞는

우리는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였는데, 그동안 멀게만 느껴지고 큰 관심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그 분들과 약속을 잡았고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

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 문제를 찾고 알게 되면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

였고 기관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끼리

은 곳으로 변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교내활동이 아니

나눔의 한마당을 펼쳤다.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표지판을 만들

더라도 우리가 탐구했던 문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보고 직접 참여해 보며

거나 UCC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곳곳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지역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사회에도 우리의 결과물인 UCC와 책자를 전달하여 알렸다. 또한, 중학교에 찾

기회였다.

아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알렸고, 광명시 인근 안양천에 찾아가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면서 우리 동네 주변에서 환경과 인권에 관련된

환경보호 활동을 하였다.

곳이 여러군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네스코 신문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
게 되었다. 이렇게 유네스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나에게 조금씩 변화가 있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고, 유네스코 이념들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나 개인이 무엇보다 성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장하였다. 모든 활동들이 개인활동 보다는 팀별 활동이 많았다. 한 팀을 이끄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조장의 역할을 하면서 책임감도 많이 커졌고, 다른 친구들도 챙겨야 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예상 외로 어려웠던 부분은 조원들과의 의사소통의 부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선택을 할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재였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탓

것을 알았다. 이렇게 유네스코 동아리를 하면서 서로 같이 작업하는 사회 생활

에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소주제 프로젝트 진행

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이끌 수 있을지에

에 난항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원들끼리 서로 얼굴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을 맞대며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말해보고, 상대의 입장과 생각 또한 생각해보
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덕분에 멈춰져 있던 프로젝트를 다시 수행해 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갈 수 있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마음도 상했었고, 말다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도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작지만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간 일은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된 것 같다.

선생님들께서는 교무실에서 이면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시고, 우리들의 환경

아무리 좋은 주제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세계시민의 자질인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가족은 우리가 창체 활동이나 동아리 시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함께 하다보면 그 프로

준비하는 활동을 보고 관심을 더 가져주었다. 특히, 각 반에 붙인 분리수거하는

젝트는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 같다. 그리고 에어컨 아래
붙인 종이를 통해 에어컨 전원을 확인하도록 도왔고, 화장실에도 물 아껴 쓰기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표지판을 두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다. 동아리에서 열었던 캠페인 활동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에는 생각보다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고, 몰랐던 환경 관련 지식을 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다.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다. 세계화가 점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지역사회에 관련 기관을 방문하

점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세계시민으로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배경지

였다.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기관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다.

식들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책자나 홍보지가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을 홍보하고 인권을 살리자는 취지의 UCC

더 많이 학교로 전달되면 좋겠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 연계 학

를 제작하였다. UCC 발표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인권에

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 이러한 학교를 경

대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방문한 기관에 UCC를 전달하

험했다면 올해 보다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처음 유네스

여 우리의 취지와 노력도 전하였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학교와 동아

코학교를 경험해 보아서 낯설고 생소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유네스코학교

리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충분히 활동을 잘 하고
있지만, 각 반에 유네스코 관련 일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
다.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의 문제만 단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
라, 세계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자신이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지구촌의 문
제도 함께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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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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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말고 작은 실천 하나 하

있나요?

나가 모여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상기시키게 되어, 우리 학교의 환경 문제점만

첫째, 빈 교실에 불이 켜져 있거나 컴퓨터가 켜진 교실이 많다. 학교에서 지

이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 세계의 환경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싶다. 그

급하는 화장실용 휴지도 아껴쓰지 않는다. 급식실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

리고 남이 시켜서가 아닌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할

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인다. 교내에서 보고 느낀 낭비 현상을 중점으로 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

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교내에서 해결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둘째, 괴산고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자랑거

둘째, 우리들의 고향 괴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리와 전통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우리 고장의 관광지

환경으로 이름난 명소와 문화재를 다수 가지고 있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지

나 지역축제 등의 홍보를 활성화 하고, 고장의 자랑거리들을 조사하고 체험해보

역특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도시로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자

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랑거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

셋째,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의 성장은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는 실천

다. 심지어 우리 고장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괴산에 있는 문화재와 체험 마

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실천은 경제정의 및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게

을, 특산물, 관광지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유네스코 활동을

할 것이며, 지역 고유문화와 특산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경제정의와 친환경

통해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고유의 자랑거리를 널리

(청정) 상품의 생산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환경, 경제정의 지역고유문화를 연계하

알리고자 한다.

여 나와 주변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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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사실 사람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환경오염이 우리에게

•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자

나 생태계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도 그저 아는 것에 그치고 해

• 작은 변화라도 모두가 실천하면 큰 변화다

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지 않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유네스코 동아리가

•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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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에너지 절감형 마을 방문 체험(4월)

고추축제 참여(8~9월)

우리 지역에는 에너지 절감형 마을이 있다.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아주 예쁜 숲

유네스코 동아리원들이 괴산의 대표 축제인 고추

속 미루마을에 가서 인류의 당면 과제인 자원 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

축제 홍보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지역 대표

고 마을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태양광, 풍력, 지열) 시설 견학을 하고 우리밀 이

특산물인 괴산청결고추, 대학 찰옥수수, 괴산의

야기, 책 만들기, 작은 도서관, 신재생 에너지 체험을 하며 우리 지역의 미루마

문화재, 우리 지역의 위인과 명사 소개 포스터를

을이 자랑스러웠다. 미루마을 주민은 생활 속에서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실천

그려 고추 축제 장소에 진열하여 홍보하였다. 봉

하고 있었다.

사단으로 참여하고 축제 안내 및 청소 활동을 하
였다.

테마가 있는 동아리 체험학습(10월)
8월에 동아리 체험학습에 대해 논의를 하여 10월에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문화
유산 중 하나인 창덕궁과 후원, 외국인이 많이 있는 이태원을 방문하여 우리 고
유 문화 탐방과 한국 속의 다문화를 체험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배구동아리와
함께 활동하기로 하였다. 10월에 방문하여 견학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후원을
보지 못하였다. 후원 예약을 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최대 10명 만 예약할 수 있
어 첫날 3명이 미리 컴퓨터에 앉아 재빨리 하였으나 1~2분만에 예약이 끝나 7
명 분의 예약을 모두 하지 못하였다. 후원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다.

체육대회에서 환경 지킴이 활동(5월)

우리 고장 문화재 탐방하기(10월)

각 반의 천막에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청결 캠페인을 벌였다.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해 조사한 지역 중 화양구곡을 탐방하고 숲해설 선생
님께 숲속 식물과 동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대체에너지 체험을 하였다. 국립공
원 화양 구곡 트래킹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오는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다.

에너지 절약(5~12월)
유네스코 동아리원들이 교내 생활 중 친
구들의 낭비 요인을 조사하고 동아리 활
동시간에 절약 포스터를 그려 전기 스위
치, 콘센트, 수도, 화장실 등 곳곳에 부착
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각하고 실천하도
록 하였다.

동아리 부스 운영(6~7월)
유네스코 동아리원들이 동아리 부스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계획하였다, 그
결과 천연비누 만들기 부스를

학교 축제 준비 협의(11월)

운영하여 전교생이 천연 비누

• EM 비누 만들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일부는

• 로컬 푸드 종류 정하기

판매도 하였다. 연말의 학교

• 천연화장품 : 림밤, 핸드크림

축제 때 또 한번 부스 운영을

제작 수업 및 만들기 일정

하여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

• 판매 및 수익금 사용 계획

나 유네스코 활동 성금 기부
를 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환
경 보전 및 경제 정의 실천 태
도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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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우리들의 활동을 기특하게 봐주시고 귀담아 들어 주셨다. 우리들의 홍보 자료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밤에는 이슬에 젖는다고 안에다 들여놔 주시기도 하였다. 외부에서 축제에 오신

첫째, 교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낭비들을 줄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분들도 우리들의 손글씨와 그림을 보시고 정겨워하며 관심 있게 살펴보셨다. 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으로서

꺽정과 고추의 홍보물을 보고 사가야겠다고도 하셨다.

의 의식을 기르게 되었다. 자원 절약과 재분배에 대해 스스로 배울 수 있었다.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국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적으로 보면 특색 있고,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지역에 대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한 자긍심이 더욱 커졌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셋째,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함께

1. 성공요인

하는 이가 있으면 더 잘,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 지역이지만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지역이고 귀농, 귀

넷째, 우리들의 올바른 성장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촌이 많아 친환경,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교육 인프라가 풍부함
•	학생들이 순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감성이 풍부하여 활동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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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음
•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하는 모든 과정을 학생 중심으로 운영함

첫째, 환경오염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유네스코 동아리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를

2. 어려운 점

보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여 큰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특성상 시간을 쪼개 쓰며 활동을 하므로 시간 제약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상기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자

받음
•	지역에 대한 홍보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만한 방법 논의 시 언어의 장벽과

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둘째, 홍보 활동으로 괴산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

방법에 대해 어려워 함

리 지역 자랑거리와 전통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는 데 힘을 보탰다.
셋째,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의 성장은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는 실

3. 극복 방법

천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실천은 경제정의 및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

•	정규 수업 중 이루어지는 동아리 시간의 활동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하게 할 것이며, 지역 고유문화와 특산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경제정의와
친환경(청정) 상품의 생산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환경, 경제정의 지역고유문화를
연계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나와 주변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은 자유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짜서 활동함
•	학생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외국어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것과 SNS 홍보
도 좋을 것 같다고 함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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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전국의 유네스코 활동 학생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기회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전교생이 이 지역 주민인 우리 학교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크게 어렵지 않은 환경이다. 기관이나 시설의 방

친구들, 지역 사회 : 1회성이 아닌 환경, 경제정의, 지역 고유문화에 대해 지속적

문, 캠페인 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한 호응이나 허락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

고추 축제 참여 시 거의 일가 친척, 이웃 어른, 친구들의 부모님이 많이 계셔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그래놀라이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괴산고등학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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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바야흐로 시대는 바뀌어 구미에도 다문화 가정이 늘고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가정 자녀들과 직접 교류할 매개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구성원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간혹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대한 편견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우리가 과거의 생각만 고집하여 새로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운 집단을 멀리 보고 멀게 느낄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여 우리 시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미래에 세계 속

에 맞는 새로운 구미의 모습을 가꾸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세계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

우리가 살고 있는 구미의 전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며 자랑거리는 무엇일까를 알

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 보고 세계 각국의 모습은 어떤지 찾아본 후 오늘날의 구미의 모습에서 바람

구미여고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직한 모습은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주제로 정하였고 이 프

구미시의 장점이나 자랑거리보다는 단점, 불편한 점부터 먼저 머릿속에

로젝트를 통해서 자랑스런 우리의 구미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되새기고 그것

떠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구미지역의 청소년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대한

을 세계에 잘 알리고 마음속에 잘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자부심이나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
나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다문화 가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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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날 것을 고려했을 때, 다문화 프

의 인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안

로젝트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구미시 시민분들의 잘못된 선

그래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더 큰 짐

입견을 바로잡는 데 기여를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

을 떠안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구미시의 청소년들은 다문화

에 대한 넓은 포용력 및 긍정적 인식을 갖고자 하였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미여고인이 되기 위해 세계 모의 유엔대회 등을 통

채미정 견학

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우리 동아리는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7월 26일 경북 구미시 남

존중하는 예절을 배워나가며 다양한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랑스러

통동 소재 채미정에 다녀왔다. 채미정은 고려 말 학자 길재(吉再) 선생의 충절과

운 구여인이 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학문을 추모하기 위하여 1768년(영조 44)에 창건된 곳이다. 고등학교 문학시간

우리 동아리가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

에 배웠던 ‘오백년 도읍지~’라는 회고가도 채미정에서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구미시 시민들의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채미정은 자연과 함께 정자가 어우러져 지나가던 구미시

발전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시민들에게도 쉼터 역할을 톡톡히 제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잘 알지 못했던
구미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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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 채미정 견학(지역고유문화) - 자랑스런 우리 고유 문화 바로 이해하기
•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다문화) - 우리 시의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	세계 모의 유엔대회 개최 - 다른 나라의 사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 찾기
•	구미시청 방문(지역고유문화) - 우리의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잘 가꾸어 가기
•	지역고유문화&다문화를 주제로 한 캠페인 활동 -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
과 공유하기

구미시청 방문
우리 지역 시민의 구성 비율과 우리 지역 산업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8월 2일
구미시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 동아리는 실제 한 구미시청 관계자분을 만나
시청의 역할과 실제 시청에서 하는 일을 조사하고 우리 지역 시민의 구성 비율
및 산업 환경을 알아볼 수 있었다.

채미정 견학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8월 2일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 복
지 시설을 알아보고 문화 복지 시설의 역할과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로 열리는 행사들을 살펴보고 현재 구미지역내의 다문화 가정 현황을 조사
할 수 있었다.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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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세계모의유엔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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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는 현재,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각 나라의 대사가 되어 보며 해당 나라들의 입장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화, 인권, 환경, 다문화, 세계화, 지

을 대변해주는 제2회 세계 모의 유엔대회가 11월 8일에 개최되었다. 아시아, 유

역고유문화, 경제정의라는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럽, 북아메리카, 소말리아 등 총 5개국의 나라들이 ‘테러, 난민’이라는 주제로 각

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할 장소를 직접

국의 입장과 테러 해결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직은 발표가 어색한 유네스코 동

방문하여 면담하고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아리 부원들이었지만 실제 자신이 해당 나라의 대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테러

주제를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 것 같다. 또,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것

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한 차

이 멀다고만 느꼈던 예전과는 다르게 동아리 부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회의

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등을 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것에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부심을
가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구미역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캠페인 팜플렛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직접 동아리 부원들이 조를 나누어 ‘구미 시청’과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고장 알아보기와 다문화에 대해 조사했고 이를 바
탕으로 팜플렛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다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구미역 캠페인’을 진
행하게 되었다.

지역고유문화&다문화 캠페인

우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구미역에서 8월 8일에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여

유네스코 동아리는 ‘우리 고장 알아보기’와 ‘다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8일

타 학교 학생들과 구미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잘 알지 못했던 우리 고

에 구미역에서 한 번, 9월 12일에는 구미여고 본교에서 한 번, 총 두 차례에 걸

장에 대한 정보나 관광명소, 장점 등과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몇몇 시민분들께서 구미시에 대해서 또는 다문화 가

구미역에서는 타 학교 학생들과 구미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미여고 본교에서

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이 캠페인을 통해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

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미시의 여러 가지 장점들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면서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으로써 큰 뿌듯함을 느꼈고, 그 뿌듯함은 남은 캠페

구미의 명소, 체육·문화 시설, 체험시설 등을 소개하였고, '다문화' 주제에서는

인을 더욱 더 활기차게 이끌어나가는 동력이 되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구미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들을 소개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외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덥고 습한 날씨여서 초반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게 해야 할까요?

캠페인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은 힘들

우리 동아리는 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구미역 캠페인’이라

었지만 보람되고 뿌듯했다는 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구미역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생각되는 SNS를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타 학교 페이스북에 캠페인
안내사항을 올리며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구미여자고등학교 유네스코 카페를 운영하여 진행하고 있
는 활동들을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넓은 범위로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
더 나아가 플래쉬 몹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나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 것 또
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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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활동은 모의 유엔대회라고 생각한다.

1년 덜 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은 구체적이고 알차게 짜둔 것이

테러와 난민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준비 기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많았으나 시험기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과 다르게 실행된 것도 있었고,

맞는 내용을 잘 찾고,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단기간에 진행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적절한 제스쳐나 억양, 호흡 등을 조절하여 발표 내용이 잘 정리되었고, 위원단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이 미리 받아본 자료를 토대로 한 질문과 즉석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세하

사실 유네스코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번 유네스코

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수준 높은 대회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성

동아리를 하면서 유네스코의 뜻과 유네스코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

공요인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주제와 대륙 선정

노력했으나 모두가 유네스코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유네스코라

이 적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해진 대륙들에 테러와 난민이라는 자료가

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수월했던 것 같다. 두 번째

겠다. 또, 주변의 학교들 중 유네스코 관련 동아리가 있다면 연계해주는 프로그

는 위원단이 미리 발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뒤 만든 질문으로 질의응답이 진

램을 제작하여 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면 앞으로

행되었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양질의 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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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예상 외로 더 어려웠던 활동은 ‘구미역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야외에서 즉각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더운 날씨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참여를 해주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아쉬웠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캠페인에 참여하
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료수를 제공하고 퀴즈 성공 시 상품을 지급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여 점차 참여율이 높아졌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세계를 향한 발판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한발 내딛는 발판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구미여자고등학교 김한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주체성을 길러주게 만드는 활동이다.”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찾을 때 자주적으로 찾아보았기 때문이다.
구미여자고등학교 김규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연필깎이 같은 존재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뭉뚝하고 두루뭉술하게 알았던 예전과 다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미여자고등학교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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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고등학교

알바의 품격
학교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달여길 50
지도교사
이송이

학생구성원
정승균, 최인서, 이강민, 한경원, 고진성

협력파트너 :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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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고용

• 설문조사과정에서 일체의 강요나 조작이 없도록 한다.

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군산여자상

•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준비물은 자급한다.

업고등학교의 학생과 주위의 알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알바 중에 받은 부

•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공익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한다.

당한 대우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어 지역사
회의 발전과 시민통합이 저해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알바에 대한 지식을 넓히
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을 널리 알리고자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
행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바에 대한 필수적이며, 유용한 지식을 알려주고,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부당한 대우임을 인지하게 하고 대처방법
을 알려주어 더 이상 알바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다분히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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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교외 캠페인 활동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퀴즈 대회
현실적으로 청소년 알바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내 학교(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를 방문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 기준법이
명시된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교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 인문계 학교라는 특성 상 교내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
생의 수가 적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내에서는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인식 및 상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교내 학생들의 관심을 유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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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있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알려 학생부장 선생님과 교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부장 선생님의 허가를 얻은 후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

처음엔 알바문제가 상당히 간단하고 해결이 쉬운 문제인줄로만 알고 있었다.

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결국 프로젝트 진행원들이 먼저 지역사

그러나 설문조사과정에서 살펴보니 법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상당하였고, 처

회와 타 학교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부

음엔 간단하게 보였던 문제들이 실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해결이 생각보다 쉽

분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예의있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 않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내가 변
화했다고 느낀 것은 남을 보는 관점이 약간이나마 달라진 것이다. 전에는 나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의 관점과 주관으로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보았다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생긴 것 같다. 또한 지역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며 공익을 위하여 힘쓰면서

예상보다 성공적이었던 것은 본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알바상식 퀴즈대회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생긴 것 같다.

다. 우리는 처음에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을 줄 알고 점심시간에 대회를 끝마치려
고 하였으나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신청자가 늘어나 결국 2차 대회까지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열었다. 성공요인은 결국 지속적인 홍보이다. 각반에 홍보용 전단지를 붙이고 상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금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안내책자를 배포한 것이 성공요인인 것 같다.

나는 우리의 행동이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지역사회와 학교 내에서 작은 변화

더 어려웠던 경험은 설문조사를 할 때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여 장시간 소

의 불씨 정도는 지펴주었다 생각한다. 처음에는 우리학교 학생 중에 누구도 알

요된 점이다. 위의 극복방법은 결국 설문조사의 질문내용을 조금더 현실적이고

바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고 뛰어나게 관심이 있던 사람도 소수에

공감하도록 작성해야 할 것 같다.

불과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캠페인과 퀴즈대회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화두를 던지는 역할 정도는 수행했다고 믿는다. 또한 교외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바하는 비율이 높은 여상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작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업과 알바상식브로슈어를 배포함으로서 그들이 실제로 알바를 할 때 필요한 약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간의 지식이라도 전달해주어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고 말하고 싶다.

보완되어야 할 점은 유네스코 프로젝트 통과일의 정확한 명시 같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정확한 통과 날짜를 기입하지 않아 프로젝트 시작일을 사전에 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확히 정하지 못했고 장소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부탁할 점이 있다. 우리가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비록 학

게 해야 할까요?

생이라 미숙할지라도,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계획된 것이니 무관심하게 바라

일단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타 학교와의 협력을 추구했다. 상대적으로 알

보지 말고 애정을 담아 바라보아 주시기 바란다.

바를 하는 사람이 높은 여상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일단 선생님들 간의 충분한
255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금천고등학교

WAKE UP 금나리! PROJECT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33번길 65
지도교사
이수정, 함영복

학생구성원
신가영, 김혜진, 송찬규, 이수민, 전우재
구지원, 박나림, 안현서, 김은애, 조유선
최유빈, 김세연, 박현지, 김성호, 박태호
이윤호, 이세현, 임수빈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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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씨앗 가꾸기,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잔반 줄이기 캠페인, 학급별 에너지 지

•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학교이지만 작년까지는 성과가 있는 활동을 펼치지

키미 지정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노력

못했고, 많은 구성원들이 유네스코 정신과 실천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학습, CCAP 문화교류 등

하였다. 그래서 올해는 유네스코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을 통해 우리 문화와 세계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

를 실행하면서,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유네스코 정신을 널리 알리

다. 희망나눔가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상품과 노동착

고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취를 당하고 있는 해외의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외된

•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 교내와 학교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닿으면 변화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도움의 손길을 모아 Dream 드림 캠페인 기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동안 우리가 주변의 사

금을 조성하였다. 유네스코 뉴스레터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활동

람들과 환경,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내용을 홍보하고, 국제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식 개선을 이끌어내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기 위해 노력했다.

•	환경문제를 다루는 여러 활동들, 인권과 경제정의에 대한 체험활동,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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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이 먼저 변해야 학급 친구들, 나아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 체험학습 등을 통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변화가 우리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에까지도 전해진

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였고, 다양한 기부 활동

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변에 긍정

을 마련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적인 변화를 전파하려고 노력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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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 주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 전개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실천할 방법을 모르거나 그 계기가 부족하다

•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문화 체험 활동 참여

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가 그 시작점이 되려고 한다.

• 주변의 사람들과 세계의 사람들에 관심 갖기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일깨우고 실천 방법을 알려

• 항상 환경을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자세 갖기

유네스코 동아리 로고 및 티셔츠 디자인

환경보호 실천 약속 캠페인

3월 초, 동아리 첫 활동으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단체사진 촬영과 함께 우리

7월 19일 점심시간에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중앙 현관에서 환경보호 실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만의 색

천 약속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유네스코 Dream 드림 캠페인에 1,000원을 기부

깔을 담은 로고 및 티셔츠 디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 정성껏 꾸민 양치컵과 사탕을 나누어주며 물 절약을

자인 활동을 했다. 나의 비전

실천하도록 했다. 그리고 환경보호다짐 지장나무에 지장을 찍으며 환경보호를

을 반영한 로고를 그리면서

약속하도록 하여 캠페인에 참여한 친구들이 환경보호 실천을 친숙하게 느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

록 했다. 그리고 환경보호, 자연친화, 유네스코로 4행시를 짓는 활동을 통해 환

는 방향을 설계하는 시간을

경보호와 유네스코 정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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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유네스코 Dream 드림 희망나눔가게 및 공정무역 체험
8월 31일 금나리 축제 때, 공정무역 초코렛과 아이스초코를 판매하며 공정무역
에 대해 알리는 한 편, 세월호 뱃지, 위안부 뱃지와 머리끈 등을 판매하며 도움
의 손길을 모았다. 판매금액은 전액 유네스코 Dream 드림 캠페인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행복씨앗 가꾸기 프로젝트
일회용 음료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여 화분으로 만들어 나눠주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일회
용 컵을 깨끗이 씻어 말리고, 바닥에 구멍을 뚫은 뒤, 배양토를 담고 씨앗을 심
어 싹을 틔웠다. 그리고 6월 14일 점심시간에 중앙현관에서 선착순 100명의 학
생들에게 미니 화분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다. 화분을 제작하는 과정은 많은 시
간이 걸리고 힘들기도 했지만, 싹이 틀 때의 기쁨과 많은 친구들이 화분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생기는 값진 경험이었다.

유네스코 뉴스레터 발간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학
생들에게 배포하였다. 팀을 나
눠 기사를 작성하고 사진을
찾아 넣으면서 우리가 활동한
내용을 되돌아보았다.

에너지 지키미
3월부터 각 반에 에너지 지키미를 한 명씩 선정하여 불필요한 전등, 선풍기, 난
방기 스위치 끄기, 콘센트 뽑
기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
다. 에너지 절약을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 에너지 지
키미를 지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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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잔반 없는 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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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잔반 처리를 위해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문제 제기를 위해 급식소 앞에서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을 벌였다. 잔반을 남기지

지금까지 우리는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학교 단위의 큰 캠페인에 참여

말자는 배너를 들고 인식 개선을 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 공정무역

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좋은 의미의 캠페인을 직접 주관하고 참여하면서

핫초코렛을 한 잔씩 보상으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수동적인 사람에서 능동적

주었다. 앞으로 잔반을 남기지

인 사람으로 변한 것 같고,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않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은 약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속 나무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물과 자연을 아끼기 위해 양치컵을 보급하거나 작은 식물을 키워 나눠준 캠페

해 앞으로의 실천에 대한 다

인 활동을 통해,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과 마리몬드 위안부 뱃지, 세월호 노란

짐도 함께 했다.

리본 배지 등을 판매함으로써, 우리는 자원의 소중함과 세계의 소외된 아이들
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알았고, 위안부 할머님들과 단원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방법 또한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나 자신도 더욱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학습 - 창덕궁, 종묘
5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창덕궁과 종묘에 다녀왔다.

성장한 것 같다.

먼저 인사동에서 점심을 먹고 구경을 한 뒤, 창덕궁에서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

태국과 러시아 CCAP 수업을 통해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다른

의 설명을 들으며 고궁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종묘에 가서 왕실건축양식과 우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편견을 없애고,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생각으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또, 책에서만 보았던 우리의 문화유산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환경이나 사회 문제들을
자주 언급하게 되니, 주변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발
견하였다. 행복씨앗 가꾸기 캠페인을 할 때에는 준비한 화분이 부족할 정도로
선생님과 학생,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었고, 축제 때 판매한
공정무역 코코아나 인권 상품들도 수익금이 기부가 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찾아 주어 많은 돈을 기부금으로 모을 수 있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CCAP) - 태국

내가 변화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동

5월 19일, 태국에서 오신 서지현 선생님께서 태국에 대해 가르쳐주셨다. 태국에

아리 소속 학생,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께서도

서 직접 가져오신 소품과 악기, 의상 등을 소개해 주셨고, 전통 의상을 입고 직

다 같이 참여해서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나눈 것

접 전통 춤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생소하게 느껴졌던 태국의 문화에 대해 배움

이 의미가 있었다. 가족들 또한 우리가 활동한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실천하면

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키울 수 있었다.

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 주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CCAP) - 러시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9월 8일 러시아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전통 의상을 입어보기도 하고, 간단한 러시아 말을 배워보기도 했다. 마리아 선

게 해야 할까요?

생님께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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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내에서의 소통은 활발했지만 타 학교 또는 지역사회

계도 알려주시고, 재미있는 게

와의 소통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동아리 회장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

임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

행에 참여해서 다른 학교와 활동 내용에 대해 교류했고, 우리 지역의 다른 학교

을 가졌다. 러시아어 학과로

와의 연합활동은 연말에 동아리 연합 캠프를 기획하고 있다.

의 진로를 생각할 정도로 많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를

은 관심을 갖게 된 친구도 있

제작하여 붙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소통하는

었다.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대중적이면서도 간편한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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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트를 마련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유네스코와 동아리의 취지를 더욱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고 생각한다. 우리 동아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선생님 등 더 많은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우리가 한 활동에 대해 반성해 보자면 캠페인을 할 때에 결과에 집중하여 취지

우리가 진행한 여러 활동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더 큰 참여를 불러 일으켰고 예

를 설명하고 전달하는데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상보다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준비한 활동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

적극 참여하여 행복씨앗 화분은 시작과 동시에 예상 인원의 2배가 넘는 사람들

화 교실(CCAP)에서는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의식주, 사회구조, 역사 등 좀 더

이 줄을 섰고, 양치컵도 준비한 수량이 금세 동이 났다. 기부금도 우리가 예상했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던 것 보다 훨씬 많이 모을 수 있었다.

학교 단위가 아니라 다른 학교와 함께, 나아가 지역 단위로 다양한 캠페인을 정

그러나 행복씨앗 가꾸기 활동을 위해 재활용 화분을 만드는 작업은 예상 외로

기적으로 진행하면 더욱 더 깊고 넓은 의식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음으로 진행해보는 활동이라 어려웠다. 심은 식물이 잘못

생각한다.

자라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고쳐 심고 햇볕을 많이 쬐게 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

다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었다.

었으면 좋겠다. 연 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모두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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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적어 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이

성공요인으로는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들 수 있다. 다 같이 회의하여 의견을 내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자신감이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금천고등학교 신가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무지개이다.”
세계의 청소년이 모인 만큼 다양한 색깔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금천고등학교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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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외침 - Open Your Mind
학교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샘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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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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여고 유네스코 부원들이 2017년 1년동안 세계평화, 인권, 환경 등 다양한 활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동들을 하며 그 중에서도 5월 첫째 주 휴일을 이용하여 남포동이나 서면 등 번화

위해 우리의 일상부터 시작하여 학교, 지역 사회, 국가까지 변화해야 할 부분

가에서 여러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 후 통계

을 자발적으로 찾아보고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를 내여 그것을 바탕으로 부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 여러 문제에 대
한 해결방안을 토론을 통해 도출해 내어 플리마켓 공정무역운동 등 다양한 캠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인을 실시하는데 학교의 MRA, INTERACT 부원들과 전교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우리 개개인은 각자의 생활에만 관심이 많았고 세계의 문제 지역사회 내의

전교생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갈등 등에는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혹은 지역사회는 환경오염,

또한 교사 및 학생들의 가족들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

과열된 경쟁 등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우리의 프로젝트

동들을 개발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를 계획하고 작은 캠페인을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주변의 생각과 인식뿐만

환경정화를 위하여 부원들과 함께 식물심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니라 세계 속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

다 함께 재미 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무겁지 않은 주제와 최대한 많

고 나와 너 주변의 한 사람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힘을 가지는 변화를

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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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념공원 현충일 참배행사

사회적 약자 인식개선 캠페인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다. 현충일 참배 행사에 참여하

부산외고의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

여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유엔군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묵념을 하면서 한

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세부 계획, 준비물 준비, 집회 신고, 플래시몹 춤 연습

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등을 이유로 캠페인 진행 전 여러 번 만남을 가졌다. 페이스북에 유네스코 페이
지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등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남포동 번화가에서 플래시몹을 시간차로 두 차례 진행한 후에 거리를 돌아다
니며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실
을 알렸다. 교내 캠페인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었기에 더 성실하
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타학교와 연합하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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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는 연합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각 학교가 역할을 분담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서
로의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
였다. 모든 기획과 준비를 학생들이 다 했다는 점에서 정말 학생들이 주가 되는
활동이어서 뿌듯했다.

그린 바다 캠페인 및 해양 체험 활동
7월 15일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수상 레포츠를 체험하고 체험했던 장소를 비롯하
여 주변 환경들을 정화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타 학교 유네스코들도 모두 모여
서 함께 했던 활동인 만큼 배려와 협동이 주가 되어 이루어졌다. 그냥 캠페인 활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대학교에서 수상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
셔서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었다. 수상 레포츠 체험도 즐겁고 사고 없이 안전하
게 이루어졌기에 잊지 못할 유네스코 활동이 되었다.

미세먼지 캠페인
7월 17~18일까지 이틀 간 미세먼지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세먼
지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에 미세먼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대비해야 한다
고 생각했기에 미세먼지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조를 나누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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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할 수 있는 일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오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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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런 학생들이 미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세먼지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었다. 캠페인을

이 프로젝트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는 나 자신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다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나아가 세계
의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참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인식과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의 인식까지 변화시
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 부원들과 일을 분담하
거나 협동하여 준비하면서 협동심과 배려심 및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을 차근차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캠페인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줌
을 통해 가족들도 관련 주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한다. 학생들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는 캠페인 활동들을 보면서 선생님들께

교내 플리마켓

서도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사안들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 있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모아 플리마켓을 열었다. 교내 방송,

는 계기가 되었고 하셨다. 교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광고지 제작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기부 물품을 모았고 해당 기부 물품들을

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였고 학교를 벗어

보기 좋게 정리하고 분류하여 플리마켓을 열었다. 9월 7~8일까지 이틀 간 점심

나 지역사회 속에서 여러 주제의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그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시간과 저녁시간에 열린 플리마켓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은 관

세계 속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심을 가져주셨다. 모인 물건들은 최소 500원에서 최고 2,000원에 판매되었고

고 생각한다.

수익금은 유네스코에 기부하였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맞
게 배분된 것 같아 기부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의 물건과 힘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기부했기에 보람찬 경험이었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인권에 대해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계획하
던 중 부산외고의 유네스코부와 함께 진행하면 좀 더 캠페인의 목적을 널리 알
릴 수 있을 것 같아 부산외고의 유네스코부와 함께 캠페인을 하게 되었다. 인권
에 대한 캠페인을 많은 인구가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캠페인을 하였다. 다른 학
교와 지역사회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타 학교 등 좁은 영역에서
벗어난 큰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지역사회와 더 원활한 소통은 물론
이 프로젝트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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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플리마켓’이었던 것 같다. 남성여고의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학업과 프

학생회가 주가 되어 전교생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라고

로젝트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아리 시간은 일주일에

생각한다. 매년마다 실시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수익금도 점점 늘어나

1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야자시간 등을 할애해야 해서 힘이 들었다. 그래서

고 기부되는 물품들도 많아져서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실시하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타 학교와의 협력 프로젝트 등 선배님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조언, 타 학교 프로젝트 구체적인 우수사례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도움이 필

예상 외로 어려웠던 점은 부산외고와의 캠페인이었다. 부산외고 학생들뿐만 아

요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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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함께 하다보니 거리도 멀고 소통하기도 어려웠다. 서
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아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한 점도 어려운 요인이었다. 거리
적인 어려움은 각 학교 위치의 중간 지점 근처에서 만나고, 시간적인 어려움은
가능한 학생들만 모여서 캠페인을 준비하는 등 서로 배려하였다. 두 학교 모두
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서로 고민하고 노력하여 큰 갈등 없이 캠페인 준비를
잘 마무리하였다.
힘들게 노력했던 만큼 캠페인은 성공적이었고 부산외고 남성여고 연합 캠페인
이 타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으니 굉장히
뿌듯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연결고리이다.”
청소년과 거리가 먼 것만 같은 큰 세계를 연결해주어 청소년 세계시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여자고등학교 김다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꿈이다.”
아직은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청소년 세계시민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성여자고등학교 김지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를 위한 길이다.”
미래의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거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길에서 미래를 위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남성여자고등학교 정소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배움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미래의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을 함양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성여자고등학교 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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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고등학교

내친구 노란나비
학교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60번길 24
지도교사
정세리

학생구성원
정다운, 이인규, 도영리, 박세연, 박영현, 서유진, 김 솔
황재상, 장도원, 박건영, 이은진, 박유빈, 강한울, 배진우
강재성, 김형렬, 지휘정, 최지원, 이주영, 노희정, 서현석
유서진, 최성광, 정수현, 성 민, 김설원, 정유경, 위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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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캠페인

노벨평화상을 배출한 우리지역 목포에 소녀상이 세워졌고, 아픈 역사 속에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심볼 만들기

할머니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위로하고 인권의 참의미를 되새기고 알리고 싶

•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모금 활동

었다. 이와 같은 슬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쟁 희생자가
없는 평화로운 미래가 되길 바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어른들조차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도 일상이 바
빠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
고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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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시작전

그림전시와 함께 할머니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메시지를 작성해 보았다.

• 5월 27일 토요일 서울역사기행을 다녀왔다.
•	6월 28일 수요일 6, 7교시 동아리 시간에 영화 ‘눈길’을 보면서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10월 16~20일 내친구노란나비 프로젝트를 위한 부스운영기획회의 및 그림
전시전 기획회의 자료조사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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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레인보우 프로젝트 ‘내친구 노란나비’ 부스 운영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활동-물품판매 부스
일시 : 2017년 10월 25~30일
장소 : 남악고 로비
참가자 : 남악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림전시전

2017년 10월 23~31일

2017년 10월 23~31일

남악고 교내 전시

남악고 교내 전시

디자인어스 동아리 회원 작품1

디자인어스 동아리 회원 작품2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응원메시지 작성

2017년 10월 23~31일

2017년 10월 23~31일

남악고 교내 전시

남악고 교내 전시

디자인어스 동아리 회원 작품3

디자인어스 동아리 회원 작품4

2017년 10월 23~31일

2017년 10월 23~31일

남악고 교내 전시

남악고 교내 전시

디자인어스 동아리 회원 작품5

디자인어스 동아리 회원 작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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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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전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인권 운동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 단순히 힘드셨겠

기존에 팔고 있는 실리콘 팔찌는 가격이 비쌌지만 우리가 직접 팔찌를 제작하

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시간, 단순히 국가에서

고 판매하니 학생들이 싼 가격에 팔찌를 구입하게 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많

해결해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작지만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야 한

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마리몬드 사이트의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는데,

다는 용기가 생겼다.

기존에는 5개 묶음이었으나, 낱개로 개별 포장 판매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로 살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물품을 준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친구들에게도 내가 먼저 알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알리고 당장 큰힘을 더할 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는 없지만 위안부할머니를 지원하는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도움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구입행위가 할머니들의 작품이 계속 상품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니 더 많은 친구들이 학용품이나 상품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스스로 기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가 허락된 것을

을 사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지역 공원에 있는 소녀상은 설립되긴 했지만 나무로 가
려져 있고, 안내나 행사 등이 없어서 자꾸 잊혀지는 것 같다. 소녀상을 통해 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본군 ‘위안부’ 문제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SNS 소식이나 이벤트가 많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게 해야 할까요?
어떤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에 함께 레인보우 프로
젝트를 하는 다른 학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
해 정보를 얻고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색연필이다.”
각기 다른 색깔로 한 케이스 안에 있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니까.
남악고등학교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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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고등학교

나가자, 세계로!!
학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73-9
지도교사
정규연, 정은지

학생구성원
강동윤, 박승문, 윤석민, 이상연, 정찬이
김기용, 김원중, 임동현, 임재민, 조범수
유하성, 윤여권, 임형교, 조보건, 조용빈
김종민, 윤정훈, 최임혁, 박재연, 유성종
이철규, 김재민, 이인재, 신태성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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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보고 싶었다. 또한 세계 문제에 대한 탐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탐구, 세

있나요?

계 문화유산 탐구 및 체험활동을 통해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가치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환경과 문화는 소외되고 있다. 바쁜 오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했다. 토론과 발표학습을 통해 세계

늘날의 현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상품을 소비하고, 환경을 대하면서, 환경을

문화 유산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의식적 태도를 구성원 모두가 느끼고자 하였다.

파괴하는 행위와 문화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잊고, 심각성을 모르고

특히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지역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사소하게 생각

는 세계시민적 자질을 기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서 활동으로 학생

하지 않고, 직접 체험을 통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부터

들의 활동이 피드백을 받고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소중히 하는 태도와 우리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다. 프로젝트를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와 의식적 태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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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된 것이다. 또한 계획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내 환경 정화와 관련되어 있

•	지역사회에서 지나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에 지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탐구

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지리적 교육멘토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

하고, 나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이를 홍보하고, 소중히 여기는 의식과 태도

성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문화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 학교 발전

를 기른다.

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	세계의 주인은 스스로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
으로 대처하며 책임감을 가진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통해 갈등상황을 예방한다.

유네스코 동아리 일원만이 아니라 전교생 모두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세

•	분리수거 하기, 지나가던 쓰레기 줍기 등 사소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

계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다. 사소한 실천

고 환경을 보전하는 자세를 기른다.

하나가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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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동아리 축제 부스 운영, ‘학교짓기’ 재능기부 모금활동 실시

세계의 다양한 문제 탐구활동인 ‘지구촌 문제 발표’ 실시

11월 1일, 동아리 축제 시 유네스코 동아리(WG)원들은 레몬에이드 판매를 기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인구, 식량, 공업, 환경 등 주제별로 세계 각 지역을

획, 운영하였다. 판매와 기부를 통해 모금한 금액을 합하여 유네스코학교에 기

개인별로 탐구한 후 학우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하는 능력을

부할 예정이며, 재능기부 모금활동을 통하여 유네스코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키우고,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홍보하였다. 활동을 통해 기

대해서 알아보며, 문제를 해결

부와 봉사의 의미를 학생들과

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교사들에게 알렸으며, 개발도

토의하는 진지한 시간을 가

상국의 학교 짓기 활동의 교

졌다. 세계에 대한 다양한 문

육적 가치와 심각성을 느낄

제제기로 의식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알리는 값진 시간

수 있었다.

을 보냈다.

서울의 세계문화유산 탐방 ‘유네스코 탐방활동’ 실시
학교 환경 정화 활동

10월 28일 토요일, 서울의 문화유산인 창덕궁을 사전에 조사, 탐구한 후 해설사

본교 1학년 4반 학급원으로 구성된 자율동아리 볼룬업은 환경 개선의 심각성을

와 함께하는 창덕궁 비원 탐방을 실시하였다. 서울의 재래시장인 광장시장과 창

느끼고, 교내에 구석진 곳의 쓰레기를 수요일마다 주도적으로 줍고, 분리수거

덕궁을 탐방하며,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지는 가치를 경복궁과 비교하

활동을 하였다.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봉사를 실천하면서 즐거움을 느꼈고, 환경

면서 토의하였고, 이 내용을 UCC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도 홍보하는 활동을

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실시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가슴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세계지리 퍼즐대회’ 실시
본교에서 전교생 중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대형 세계
지도 퍼즐을 맞추는 대회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세계지도를 보고 위치를 파악하

자기주도적 교육멘토링 활동 ‘리얼볼론티어 동아리 봉사활동’ 실시

는 연습을 통하여 공간감각적 능력을 길렀으며, 조원들간 협동학습을 통해 지역

자율동아리 리얼볼론티어 학생들은 여름방학 3일과 주말을 활용하여 가야곡 에

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는 계기를 가졌다.

덴아동센터와 논산애육원을 방문하여, 디퓨저 제작, 모형으로 제작하는 역사수
업을 실시하여 활동하는 교육멘토링 활동을 기획, 운영하였다. 지역사회에 직접
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으며, 지역사회에 기여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또
한 자기주도적으로 기획, 운영
하면서 자기주도성과 협동심
을 기르게 되었다.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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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비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된 면이 고무적이었다. 리얼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론티어의 경우 지역사회의 논산애육원과 쌘뽈요양원 에덴지역아동센터와의 협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 동아리가 창체동아리로 조직되어 있어 주도하고 계획할

조를 통하여 교육멘토링 활동이 가능하였고, 프로젝트를 알리는 과정은 주로 동

수 있다는 점이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연속적으로

아리 축제 및 UCC를 활용하였다. 동아리 축제 때 레몬에이드 재능기부 모금활

해왔던 유네스코 활동이 학생들에게 익숙해져 있어 무리없이 실천할 수 있었

동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UCC를 같이 틀어놓으면서 유네스코학교로서의 일

다. 우리 동아리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활동은 세계의 각 지역을 탐구하고, 문제

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었다.

점에 관하여 해결책을 탐구해보는 토의이다. 각 지역의 슬로건 만들기, 세계의
언어의 특징과 언어문제 탐구 등 다양한 주제로 토의를 하면서 세계에 대해 깊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시민적 자세를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서울 지역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의 창덕궁 일대를 탐방하면서, 우리 문화가 세계유산으로 가지는 가치에 대해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유네스코 활동으로 자율동아리 리얼

창체동아리는 전 학년 스무명 정도가 모인 단체이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학

볼론티어, 볼룬업을 통해 교내 정화활동과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년이 다르기 때문에 획기적이고, 즐거우면서 유익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멘토링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자기주

다. 하지만 실천을 하거나 의사소통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양한 활동을

도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환경과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통해 후반부에는 서로 친밀해져 구성원들 간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되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우리 동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선배, 후배할 것 없이 의견을 제시

리원이 스스로 바뀌면 작은 힘이지만, 크게는 학교, 넓게는 지역이 바뀔 거라는

하여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었다. 리얼볼론티

희망을 안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어의 경우는 2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으나 후배들을 양성하고자 노력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기획하고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운영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친밀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관계가 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에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
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변 문제에 참여의식을 가지게 되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으며, 성격이 밝아진 것 같다. 또한 유네스코 동아리와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하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여 환경 미화를 하고, 홍보, 캠페인 등 성실히 하는 모습에 다들 격려를 보내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어 보람을 느끼고 즐거웠다. 활동을 한 친구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더욱 친밀감

서울과 경기 지역은 학교 간 네트워크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지방은

을 느끼게 되어 좋았다.

학교간 거리가 멀고 교류가 힘들기 때문에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활

또한 쓰레기 줍기를 통하여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교육멘토링을 통해 아이들이

동에 대한 아이디어 교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충남지역도 활발

활동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모습에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 협의회를 통해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모의 총회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다면 더욱 큰 도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될 것이라 생각된다.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많은 홍보활동으로 학생들 중에도 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석유이다.”
석유란 자원이 없다면 세계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논산고등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정의이다.”
미래에 그들이 세계를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논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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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고등학교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으뜸단양 만들기
학교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2
지도교사
이가연

학생구성원
이기서, 김주원, 권시연, 김민주, 박재하, 성다은, 위승별
이여선, 조미희, 조성채, 권유진, 김영태, 백채연, 신유정
유성준, 장민호, 지수빈, 최주성, 권지민, 서영서, 김진우
안석우, 장요엘, 박진선, 한다운, 김민수, 박선주, 허다원
서영현, 양아련, 이상준, 장윤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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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우리 고장의 향토적 자취 혹은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나는 문화유산이 관광객

있나요?

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가 미

우리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녹색쉼표’라는 별명을 가진 단양이 인간의

비해져서 그것이 지닌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

무한한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참모습을 잃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

이에 따라, 지역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구하는 우리 단양고등학

잡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이 아닌 ‘지속가

교는 단양이라는 지역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지역의 특색을 체계적으

능한 관광’으로 단양의 깨끗한 환경을 되찾고 옛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문

로 홍보하고 단양의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계

제의식이 담겨 있다.

획했다.

첫 번째, 단양에 있는 남한강 인근이 쓰레기와 폐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시달리고 있다. 단양고등학교가 위치한 단양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관광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도시이다. 우리 지역은 타지와 쉽사리 소통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

먼저 강변과 문화재, 관광명소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환경캠페인을

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힐빙(힐링+웰빙)’ 관광지

함으로써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 그에 따른 관광

로서 연간 관광객 방문 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의 방

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고 싶었다.

문은 단양의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

두 번째로 관광객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설화를 통한 스토리

다. 요즘 들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악취와 지하

텔링’ 및 ‘단양홍보 UCC’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하면 그 문화유산들의 가치와

수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대한민국 녹색

지역 고유성이 정착되어 지역브랜드를 좀 더 넓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쉼표 단양의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되어 단양을 재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

대하였다.

들이 사라지면서 지역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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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우리 지역 관광 사업은 현대식 시설 위주의 관광발달로 옛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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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보존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 설립과 익스트

•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방문하기도, 살기도 좋은 단양을 만들겠다!

림 스포츠의 활성화(클레이 사격장, 패러글라이딩 활강장 등)가 관광객들의

•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목을 끌어서 지역 고유의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 등한시되고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 보존을 통한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겠다!

✚ 지역문화와 세계화

활동으로 비문해자들을 응원하는 지장나무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응

비정상회담

원 메시지와 응원한다는 결의를 표현하기 위해 큰 나무 주위에 각자의 지장을

2017년 6월 12일. 학교 1층 도서실. 우리는 세계 다양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기

찍어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이에 적은 응원 문구를 비롯해 각자의

위한 취지로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생활에서 비문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대한민국, 브라질 등 세계 각 국의 문화재 보존 방안을 주제로 조를 나누어 자

보는 토의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료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통해 토론했다.
각자가 생각했던 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친구들이 그의 의견
에 대해 반박이나 충고를 해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
갔다. 부원들이 이를 계기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감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을 밝혔다. 이것으로 이 활동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동료평가 및 자기평
가를 했다.

✚ 평화, 지역문화, 환경, 교육 등 종합

학교 자체 유네스코 신문 - 8월호
우리는 학생들에게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적
극적으로 알리고, 알아야 할 상식을 알려주기
위해 유네스코 신문을 제작하였다. 먼저 8월
달에 실은 유네스코 신문에서는 유네스코가
무슨 기관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가 만
✚ 인권

든 유네스코 자율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인지

무비(無非) 데이 활동 - 영화 감상 후 소감문 작성하기

도 알렸고,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

2017년 9월 18일. 컴퓨터실. 무비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영화 비정상회담 비정상

와 우리나라에 지정된 유산들에 대해 소개했

회담 '퍼스트 그레이더'를 시청하였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컴퓨터실에 모여 글

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을 읽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매번 학교에 찾아와 글을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결

대해 한 학생의 의견을 담은 국제 정치를 주

국 학교로 입학하게 된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배워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를 시

제로 기사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단양에 존재한 문화재들 중에 특별한 설화가

청하였다. 추후 활동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영화만 보는 1차적 활동에서 끝

얽힌 문화재를 소개하여 지역문화를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었으며, 쉽고 관심있

날 것이 아니라 토의도 진행하면서 보다 폭넓은 견해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을 만한 방향으로 소개하였다. 아이들의 관심도가 첫 기사인 만큼 엄청난 기대
를 불러 일으켜 큰 효과를 가져왔다.

학교 자체 유네스코 신문 - 10월호
교육 섹션으로 세계 속 다양한 교육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
사를 장래희망으로 가진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뉴스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다. 미국, 독일, 핀란드의 통합교육
에 대해 맡은 조 아이들이 성실하게 조사하
였고, 환경을 주제로 한국의 동식물 복원 진
행현황에 대해 조사했던 조는 최근 멸종위기

무비(無非) 데이 활동 - 지장나무 만들기

종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추

2017년 10월 23일. 3층 미디어 스페이스. 앞서 활동했던 무비데이 활동의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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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도 자연생태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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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지난 번에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경주의 문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화재를 조사하였는데 8월 기사와 다르게 또 다른 문화재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지

소개하였더니 이번에도 아이들의 관심이 엄청나 그 다음 신문제작에도 속도를

고 있지 않았다. 그저 무엇이 유명한 지역이냐고 물으면 특산물 몇 가지와 유명

가하고 있다.

한 장소만 말하고 왜 유명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 우리 지역뿐
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지금 시대와는 거리가 멀어지듯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다

✚ 환경

양한 문화에는 관심이 없어졌다.

건강 지키기 활동 -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먼저 관심

우리 학교에서는 조식, 중식, 석식 하루 세계의 식사가 급식소에서 이루어진다.

을 가지려고 했다. ‘비정상회담’, ‘문해데이’ 행사, ‘신문제작’과 같은 활동을 통해

그런데 학년 초에 비해서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잔반의 양이 많아졌다. 유네스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코 정기회의에서 잔반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낭비, 또 더 나아가 학생

먼저 ‘비정상회담’ 행사를 통해 지정한 주제에 맞게 각 나라에서 어떻게 시행되

들의 균형 잡힌 건강발달에도 적신호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유네스코에서 건

고, 그 나라의 제도나 문화적인 요소들을 서로에게 공유해주면서 타국의 문화

강 지키기 활동의 일환으로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실천하였다. 일주일에 최소

에 대해 다양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두 번씩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활동과 복도에서 띠지를 두루고 있는 학생

또한, ‘문해데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평소

들을 통해 전교의 학생들이 잔반 줄이기에 대한 중요성과 의의를 깨닫고 조금

에는 ‘에이, 이걸 누가 몰라. 이건 너무 쉽잖아. 발음해봐’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

이라도 덜 남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하는 언어들에 대해 쉽게 생각을 했었다. ‘문해’라는 단어자체도 몰랐고, 비문
해자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문해데이 행사를 통해 관련 영화를
보았을 때, 아무리 개인마다 사정이 있어도 글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비판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보듬어 주고 아껴 주고 가르쳐줘서 함께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도 함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영화 관람 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
지만, 나중에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의 인생이 밝아지게 해주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건강 지키기 활동 - 균형 잡힌 식사하기 프로젝트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던 중 요즘 청소년들의 불균형적 식단에

우리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는 비정상회담, 문해데이 행사, 신문발행, 환경캠페인

대한 우려를 다루는 뉴스를 접했다. 우리들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청소

을 통해 부서 내 우리 부원들끼리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 선생님들과 같은 주

년 시기에 중요한 영양소’, ‘흔히 하는 음식에 대한 오해들’ 등의 주제를 정하여

변분들에게도 우리들이 알게 된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전하고자 하였다.

이를 나누어 홍보하기로 했다. 홍보물을 직접 제작한 뒤, 급식소 배식 줄을 기다

문해데이 행사에선 문해 관련 영화 <퍼스트 그레이더>를 다 같이 관람한 후 동

리는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밥 먹기 바로 전, 유용한 정보를 읽고 이를

아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문해에 관심 있는 교내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

무의식속에서라도 기억하고 학생들은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균형 잡힌 식사

여 영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로 본인의 건강에 좀 더 신경 쓰는 자세를 취하게 도와준 것 같은 활동이었다.

서 자신들이 가진 생각의 폭을 넓히고 문해와 관련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매달마다 우리 동아리는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에 관한 신문
기사를 발행하였다. 환경, 인권, 지역고유문화, 세계화, 다문화, 평화, 경제정의
를 담은 신문기사를 각 교실뿐만 아니라 교무실, 심지어는 SNS에 올려서 다양
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사회과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이를 수업시간에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내용과 연관시켜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다.
우리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환경캠페인을 진행하였
다. 점심마다 급식실 앞에서 ‘인생은 YOLO, 식사는 풀로’라는 표어를 담은 어
깨띠와 잔반줄이기 피켓을 들고 균형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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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녀온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학생은 급식소 영양사 선생님께 하루에 발생하는 잔반의 무게를 질문하는

조금 낙후했던 당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각 나라의 국기를 달아 회담의 분위

모습도 발견되었다.

기를 조성하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내기까
지 완벽하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그리고 무비데이활동 때 영화를 보고, 이야기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지장나무를 만들어서 비문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기는 활동을 진

게 해야 할까요?

행하였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영화를 본다고 해서 감상문만 쓰고 끝날 것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이 아니라 관련활동을 직접 몸으로 해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했다는 점에

부족했다. 다른 학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장소, 시간 등의 합의를 진

서 상당히 의미 깊은 활동이었고, 지루하기도 했을 법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내에서 소통하

끌었던 획기적인 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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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친구들이 잔반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는 것에 중점을 두고 널리 알리기로 했다.
아무리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한다지만 학교 내에서 이를 모른다면 큰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문제가 되고, 흐지부지한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축하였다. 먼저 각 조에서 맡은 레인보우 7가지 주제인 평화, 인권, 다문화, 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에 기초한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을 제작하

앞으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였다. 신문을 각 학급별로 배부할 뿐 아니라, 캡처하여 우리가 만든 SNS 페이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다. 이러한 SNS 홍보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과 다른 학

유네스코한국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교 친구들까지도 볼 정도로 그 만큼 직접 시간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적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유네스코와의 실

으로 학교와 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질적인 소통이 오고가야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회 개최를 통해 학교 내에서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맞는 시민의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식이 널리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더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대표들 간의 간담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또한 타 학교와 다양한 의견이나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 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아무래도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일이 더 협조

전은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모이는 것이 힘들고, 비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학생들(친구들)은 유네스코학교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

현지인이 아니다보니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 아쉬웠다. 하지만 그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의 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잘못된

큼 친구들이 더욱 더 자세하게 조사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에 대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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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등학교

청소년 리더를 꿈꾸는 에코리더 (ECO LEADER)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53길 32
지도교사
김용한, 전주희

학생구성원
권지민, 임지윤, 이정용, 김경빈, 오현택, 이재창, 정유성, 남정만
최수진, 권수현, 김은영, 박유진, 오혜린, 홍혜진, 박수민, 배지환
김준수, 김재헌, 엄태현, 이은혜, 안선영, 양수미, 정다연, 최자윤
최소희, 김희정, 박경미, 김홍주, 김보경, 김시은, 성지윤, 원주희
김서현, 이유림, 김민오, 박영빈, 정준형, 장현재, 김민철, 차영석
김예찬, 정은우

협력파트너 : 대구서구청, 법무부 대구꿈드림센터, 대구녹색학습원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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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에 임하였다.

있나요?

‘에코리더’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교텃밭 가꾸기, 여수시에서 주관한 해양아

대구서부고등학교는 대구 관내에서 가장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결핍된 지

카데미참가, 유네스코 연합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독도캠프 참가를 통해 지역

역일 뿐만 아니라 한부모 자녀, 결손가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로 학생

사회,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청소년 리더로서의 역

들의 문화적 경험의 폭이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내

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주력했다.

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다문화 등을 중점으로 연구하는 동아리가 활
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2009년 계명대학교 CCAP 수업을 시작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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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연계하여 외국인 이해수업(CCAP 수업)을 지속적으

•	근대문화의 역사적 자료가치가 높은 지역 인근을 탐방함으로서, 유네스코 활동

로 시행해 옴으로서 다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과 연계한 프로그램 모색, 학교축제와 대구서구청 동아리 축제에 참가하여 유

지역에서도 근대골목 투어를 통한 지역 사회 이해와 세계시민 교육의 장을

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홍보 및 드림캠페인, 드림 무비데이를 알려냄으로서 유

넓혀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네스코학교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
•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인 CCAP를 통해 다른 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지속발전 가능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학교텃밭 가꾸기, 독도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학교의 주체이자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해 여러 가지의 경험과

청소년 환경리더인 에코리더로서의 소질과 함양을 지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험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 발전한 환경의 문제를 심

운영하였다.

도있게 접근할 수 있는 에코리더로서의 영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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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문화와 역사, 음악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집중하여 수업에 임하였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를 모토로 하여, 청소년의 주체인 우리가

CCAP 수업(4~11월)

지역축제(5월 27일)와 학교축제 참가(10월)

4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아 출신의

지역에 대표적인 축제인 컬러풀축제에 대구서구청과 연계해 거리퍼레이드에 참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

가하여, 위 단체가 입상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의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

를 방문하여, 그 나라의 문화,

가 되었다. 10월에는 학교축제 참가를 통해 드림캠페인, 드림저금통 나누기 행

역사를 소개하고 그들의 문

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네스코의 위상을 높였다.

화를 게임과 영상감상을 통해
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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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문화 탐방(5월 10일 반짓길 투어)
동아리 반일제 체험으로 지역에 소재해 있는 근대문화 역사탐방 및 대구 지역
근대여성들의 발자치를 돌아보는 반짓길 투어도 가졌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내 근대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지역의 지식
인이며 지역문화를 이끈 여성
지도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생 환영회 개최(4월)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로 2013년 지정된 이후에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신천 환경자원 봉사 활동(5월 22일)

하는 편이나 아직도 유네스코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을 맞이하여 대구의 젓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을 탐방하여, 신천에 살

학생들에게 유네스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인 신입생 환영

고 있는 수달에 대한 이야기 경청과 밀 구워먹기, 신천 수질검사 등을 함으로서

회를 통해 학생들이 유네스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보호 활동과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체험(9월 13일)
학교텃밭 가꾸기(4~9월)

학생들이 법무부에 소재한 대구꿈드림센터를 방문해 법정에서 일어나는 상황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있는 텃밭을 이용해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어 가꿈으로

을 재현해 보고, 법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깨닫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직접 판

서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와 검사, 피고인이 되어봄

시간을 가졌으며, 자연을 순

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응하며 살아가는 식물을 통해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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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해양아카데미 참가(8월 31일~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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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에서 제공하는 해양아카데미에 참가하여, 청소년들의 해양탐험과 진로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험의 기회를 가졌다.

세계시민교육의 범위가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1년이었고, 이번 프로젝트

직접 해양에 대한 소중함,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 해상안전의 중요성을

를 통해 유네스코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 실시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은 해양지식 습득과 함께 향후 졸업 후 진로를 해양에 대

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게 영역을 선택하여 한 곳에 집중하지 못

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외국인과 함께하는 이해수업(CCAP)를 통해 여러 나라
의 풍습, 언어,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우리 학교
가 지향했던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위상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으며, 여러 가지 환경 체험과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에코리더로 한 걸음 더 앞
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유네스코라는 동아리에 가입할 당시와는 사뭇 다르게 그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
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유네스코라는 동아리의 영역이 할 일이 많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네스코 활동이 협의의 유네스코가 아닌 지역과 사회
와 협력하고 대학과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으로서 진로체험의 기

학교축제를 통한 유네스코 알리기(11월)

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좋았다. 학생들은 대구서구

학교에서 주관하는 하늬예술제를 통해 유네스코의 정신, 세계시민교육의 중요

청에서 실시한 컬러풀 축제 참여(5월 27일), 동아리체험 부스 참여(11월 1일)를

성, 드림저금통 알리기들에 집중하여 유네스코 홍보활동을 펼쳤다. 학부모들은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유네

이날 유네스코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먹거리 장터를 하였고, 이 수익금은 유네

스코에 대한 주인의식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스코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지역사회의 근대문화시설 탐방, 근대 여성의 발자취 돌아보기, 법정체험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방대하면서도 중요한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내지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환경체험,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
함으로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혀졌으며, 장애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들과 함께 동화되어 수업에 참여함으로서 유네스코 정신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런 우리의 프로젝트가 더 많이 알려지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우
리가 변화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
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서로 공감대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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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아리 회원들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며,

레인보우라는 좋은 활동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네크워크할 수 있는 기

유네스코 회원 간의 벽이 더 좁아진 기회가 되었다. 반면에 프로젝트를 함에 있

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임원 캠프 등이

어 너무나도 넓은 영역과 주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학생들이 학원

마련되면 좋겠다.

수업이나 과제 등으로 유네스코 활동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난제로 남기도
했다. 당초 우리는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수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
지 여건상 협업이 어려웠거나 변경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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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해서는 지도자의 역량개발과 함께 동아리 임원에 대한 트레이닝 강화, 인센트브
등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눔이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구서부고등학교 오현택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사랑이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서부고등학교 임지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봉사이다.”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구서부고등학교 이재창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소통이다.”
세계인들과 나눔이기 때문이다.
대구서부고등학교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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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국어고등학교

무지개, 세상을 바꾸다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11길 21
지도교사
정현숙

학생구성원
김상완, 안현주, 기세찬, 김나연, 김아빈, 이민욱
정수민, 최진혁, 홍지민, 이 신, 강민지, 김민주
김태빈, 박예빈, 안도연, 윤가은, 이수아, 최나연

협력파트너 : 왕선지역아동센터, 죽곡그린지역아동센터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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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달라진 행동으로 더 건강하고 모두를

있나요?

위한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올해 대구외

대구외국어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에는 많은

고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써 교내외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과 성서 공업단지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는 모두 지구촌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그에 맞는 책임감

학생들이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을 심어주고, 세계화·다문화 사회 속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

지역의 문화가 보존되어 있지만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인

이고자 했다.

와룡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에게 지역문화와 세계화를 접목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대구외고 유네스코 동아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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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들은 ‘무지개, 세상을 바꾸다’ 프로젝트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봉사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참여형 활동은 무엇보다 보다 많은 학

활동, 캠페인, 유네스코 포럼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

생들과 사람들의 참여가 활동을 더 의미있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캠

고 전통시장을 답사하여 활성화방안을 알린 후 이를 주변 학생들에게 알리려

페인을 포함한 참여형 활동이나 대구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네스코 포럼

고 노력했다.

등을 준비할 때 참여율이 낮더라도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참여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올해 유네스코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을 비
롯한 대구의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유네스
코 동아리의 우선적인 목표였다. 나아가 대구지역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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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Hour/세계 물의 날 알리기 캠페인

마다 조사한 내용과 고쳐야

3월 15일 지구촌 전등끄기 Earth Hour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알리기 위해

할 점, 활성방안을 발표하며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생회와 연계해 전교생을

모든 부원들이 의견을 공유하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대구외고 Earth Hour 전등끄기 캠페인과 물 절

는 시간을 가졌다.

약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전등끄기와 물 절약 활동 인증 사진을 받는

지난 동아리 시간에 토의했던

등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가 인상적이었던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춰 활

활동이었다.

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생각
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지속가능발전을 접목할 수 있다는 게 새로웠다. 또
한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메뉴나 퓨전 음식점과 같은 전통시장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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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평화 주제 드라마 촬영
본교 2학년들은 각 반마다 전
공어를 활용해 유네스코 레인
보우 프로젝트 주제 중 하나
에 대한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평화’를 주제로 한 반이 없어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하기로
하였다. ‘평화를 불러오는 평
화’라는 주제로 직접 대본을 짜고 연기, 촬영, 편집을 해 영상을 완성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토의 활동

교내 행사인 JEC Day에서 영상을 상영해 교내 1,2학년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해

5월 11일 유네스코 동아리에선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서로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배우는 하부르타 방식으로 학습했다. 이후 4~5명씩 조
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토의 주제를 생각해내 실제로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유네스코 포럼 개최

토의에 참여했고, 이후 소감문 작성을 통해 활동을 정리하며 ‘지속가능성’에 대

8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한 의미를 더욱 깊게 파악할 수 있었다.

대구지역 고등학생 50명을 대
상으로 한 유네스코 포럼을
대구외고에서 개최했다. 평화
와 환경을 주제로 한 제1위원
회에서는 내전지역의 세계문
화유산 보호 및 복구 방안과
국내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 문제를, 경제정의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한 제2위원
회에서는 올림픽 개최로 신축되는 시설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문제 해결방안과
국내 전통시장의 활성방안에 대해 결의안을 작성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내 잔반 줄이기 캠페인
10월 30일부터 1주일 동안 교내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기숙사 생활을

전통시장 답사 및 활성 방안 마련

하는 대구외고 학생들의 많은 급식량을 줄이고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심각성을

5월 24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와룡시장을 방문해 시

상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학생

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캠페인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다.

를 위한 방안과 고쳐야 할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4, 5명씩 팀을
나눠 각자 맡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일주일 후 5월 31일 각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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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프로젝트 시작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낯설게만 느껴
지고 세계시민이 되기에는 스스로가 미숙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진정한 세
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동아리 구성
원들이 모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의
견을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사회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덕분에 그 동안 신경을 쓰지 못했던
사회의 여러 세세한 면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문제들
도 보이는 즉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스스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

교내 잔반 줄이기 캠페인

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세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계시민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4월 12일, 5월 17일, 8월 30일, 9월 27일, 11월 1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왕선지역
아동센터와 죽곡그린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식목일 나무 심기,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다문화 교육, 세계화 교육, 한글날 교육, 독도와 통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진행하였다. 직접 활동들을 준비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유의미한 봉사활

처음 레인보우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

동이 되었다.

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가 많았다. 하지만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문
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일상에서의 행동 변
화를 요구하자 사람들은 점점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우
리의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다. 프로젝트 시작 전 학교 내 큰 문제
중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였다. 자유 배식인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은 자신이 먹
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을 배식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교내의 잔반도 쌓여
만 갔다. 우리는 이러한 쌓여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
로 잔반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교내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가급적이면 급식을 다 먹을 것을 권고하는 것이
었다. 일주일간의 캠페인의 결과는 놀라웠다. 캠페인 하나로 교내 음식물 쓰레
기의 양이 1/4로 줄어 드는 기염을 토해낸 것이다. 이 말은 즉, 학생들이 자발적
으로 변화하여 잔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의 적극

교내축제 행연제에서 레몬청 만들기, 무드등만들기 체험

적 참여에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의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며

‘Love the Earth’ 캠페인 및 아나바다 장터 운영

캠페인을 마무리지었다.

11월 23일 교내축제에서 환경을 주제로 친환경 레몬청을 만들고 재활용품을 활
용하여 무드등을 제작하는 체험 활동을 준비했다. 환경오염 사례와 해결방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고민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대구외고 선생님과 학생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품을 기증받아 아나바다 장터

게 해야 할까요?

를 열어 판매하고, 남은 물품

우리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여러 교외활동을 펼쳤다. 그 중 한 가지는

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였

지역 내 아동센터를 방문해 초등,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

다. 수익금은 유네스코 나눔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캠페인에 기부하였다.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세계 시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
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직접 이에 관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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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을 함양하고 올곧은 사고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 비록 학생 대상이지만 지

대구외고 Earth Hour 캠페인과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던 물의 날 물절약 인증사

역 사회가 좀 더 올바른 세계사회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진 캠페인도 진행했다. 잔반 줄이기 캠페인도 학급별로 실시하고 개인별로도 실

되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러

시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프로젝트를

한 지속적인 캠페인의 실시와 스마트 기술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 활동

통해 보다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기 위

들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멀리 빠르게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사

한 흥미로운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람들의 일상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관심을 유발시킨다면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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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할당된 동아리 시간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실제로 계획했던 활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동들 중 하지 못한 활동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활발하고 성공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참

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생각보다 타지역

여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꼈다.

(교외, 해외)의 유네스코학교와 협력하여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어려

작년에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주제를 다루는 많은

움이 컸던 것 같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타 학교,

캠페인 활동을 하였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캠페인의 목적을 달성

지역사회 등 다른 곳과 연계해 활동을 할 수 있게 네트워크나 연락망이 잘 구축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에 대한 인식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청소년의 롤모델이다.”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세계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김민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고등학생이다.”
내가 현재 고등학생인 것처럼 청소년 세계시민도 곧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박예빈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새싹이다.”
앞으로 무궁무진하며 무럭무럭 성장할 미래가 더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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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고등학교

Our Best Regards To 이어도!
학교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53-6
지도교사
임승현

학생구성원
박지원, 공도원, 이정재, 송석빈, 허 준

협력파트너 : 이어도 연구회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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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알려 제주도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제주 사회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나요?

주고자 한다.

이어도는 단순히 대한민국 최남단 수중 암초라는 지리적 의미를 넘어, 다양
한 문학 작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오랜 역사와 다양한 전설을 품고 있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제주인의 삶의 공간으로 존재해 왔다. 우리 동아리는 이어도 탐구활동을 통

우리 동아리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어도가 품고 있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새

해 우리 동아리뿐만 아니라 대기고등학교 학생들, 나아가 제주도민들에게 이

롭게 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려 제주도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제주 사회의 미

어도에 대한 탐구의 성과가 제주인의 삶과 지역 문화의 발전에 유익한 기여

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였다.

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은 제주 지역 문화, 경제적인 부분

먼저, 이어도 인근 바다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황금어장으로, 예로

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관과 바람직한 정체성

부터 제주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으며, 이상적 세계로 여겨져 왔다. 또

을 확립한 제주인으로 성장해가고자 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

한, 제주해녀들의 ‘이어도 사나’와 같이 대를 이어 구전되어 온 여러 민요와

은 이어도의 가치를 대기고등학교 학생들과 제주도민에게 알리는 데 있다. 이어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이어도를 향한 제주인의 의식이 굳게 자리 잡아 있었음

도의 정신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인 가치를 제시하여 이어도를 향한 학교와 사회

을 알 수 있다.

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한편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
하고 있는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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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적 요충지이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또한 다양한 가치를 지님이 확인되

•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프로젝트 활동에 임한다.

어 그 주권을 두고 국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

•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지닌다.

구하고 이어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 이어도 문화를 존중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다.

이어도는 제주인의 오랜 정서가 담겨 있음은 물론 그 주변의 일대도 제주인

• 제주(우리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의 정신과 문화가 깃들어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역시 중대하므로, 본 프로젝

•	타인에게 우리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트를 통해 이어도가 품고 있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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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유도한다.

본격적으로 이어도 탐구활동을 하기 전 사전 조사, 신청서 작성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타 지역의 친구들과 각자의 레인

2017년 3월과 4월, 유네스코 동아리 이어도 팀은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보우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각자 활동의 개선점을 찾아 더욱 의

에 지원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조사와 신청서 작성과

미 있고 완성도 높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같은 사전 활동을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와 신청서 작성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
어졌다. 사전 활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레인보우 프로젝트 및 동아리 탐구활동 주제 선정 → 이어도
• 탐구활동 주제 선정 기준 :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가?
유네스코와의 연관성이 있는가? 등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 주제로 선정된 이어도에 대한 사전 조사
• 이어도 연구의 내용 조직
•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팀은 원래 잘 알지 못했던 이어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
는 기회가 생겼다. 또한 사라져가는 이어도 문화와 같이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
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 7가지 주제 중
하나인 ‘지역고유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어도 갈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 7가지 주제 중 다른 하나인 ‘평화’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교내 학술제인 ‘한불휘 학술제’를 통해 이어도 및 유네스코 홍보활동 진행
대기고등학교는 매년 8월 한불휘 학술제를 개최한다. 한불휘 학술제는 동아리
들이 부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동아리를 홍보하고 동아리 활동의 진
행상황을 알리는 행사이다. 올해는 8월 25일 한불휘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유네
스코 동아리는 ‘이어도 카페’를 운영하였다.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그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 상황과
이어도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팸플릿 제작
→ 부스 입구에 전시
• 이어도 카페
→학
 생들에게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를 낸 후, 문제를 맞힌 학생에게는 과자와
음료수 등의 간식거리를 제공함
→ 스크린을 이용하여 이어도, 유네스코 홍보영상 등을 재생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 참가
2017년 6월 9~11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 대표로 박지원 학생이 경기도 이천 유
네스코평화센터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에 참가하였다. 유네스코 세
계시민여행에서는 세 번의 세계시민 강의 청강, 인권교육, 레인보우 프로젝트
박람회, 빈곤 게임, 가상 도시 문제해결, 세계시민선언문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
한 타 지역 학생들과 자기 지역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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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하였다. 고창석 교수님과의 주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탐

→	이어도에 대해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이어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문제를
맞히기 위해 팸플릿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함으로써 본 학교 학생들
에게 이어도를 알릴 수 있음

구 보고서 부록으로 별첨)
Q.	이어도의 전설과 관련하여, 상상속의 이어도와 실재하는 이어도의 일치 여부
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A.	수중 암초의 특성상, 전설과 그 실재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어도'에 대해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모든 동아리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
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동아리 이어도 팀 구성원으로
서 책임감을 느끼고 남은 기간 동안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
자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어도의 존재는 전설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Q.	이어도의 소유권을 가진다면, 항로의 확보에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는데, 배
타적 경제수역의 이동이 목적인 항로 이용은 본래 가능하지 않나요?
A.	해석의 차이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타 국가를 통제함으로서 안보적인 이
익을 취할 수 있다는 데서도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고, 이어도 연구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인터뷰를 하고나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이어도 연구의 목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뜻깊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어도 연구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 노력하게 되었고, 이어도
의 다양한 가치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 상황들에 관심을
갖고 지난날들을 성찰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이어도 연구회’ 방문 및 인터뷰
탐구 활동을 하면서 우리 팀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탐구의 진
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앞으로의 탐
구 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2017년 9월 11일이어도 연구회를 방문해 이어도
연구회 소장이자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이신 고창석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망원경이다.”
청소년 세계시민활동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대기고등학교 공도원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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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홍보책자를 제작해 정기적으로 사람이 많은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누어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았다.

지난 1년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네스코 동아리 이어도
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시각과 자세를 지니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고유문화’와 ‘평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더욱 변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가 크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에 속하는 ‘지역 교유문화’, ‘평화’는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활동은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주제인 ‘이어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한불휘 학술제였다. 학술제를 진행하기 전,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

먼저, 우리 지역인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인 이어도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우

낄 수도 있는 ‘이어도’와 ‘유네스코’를 주제로 하여 기대를 적게 했는데 학생들의

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관심에 놀랍기도 했지만 더불어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한불휘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시

학술제의 성공요인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

민 여행에 참가하여 타 지역 친구들과 각자의 지역 문화를 공유하여 우리 지역

추어 부스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카페라는 공간의 성격을 활용하여

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문화까지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다과를 준비하여 영상과 같은 볼거리를 여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

다음으로, 이어도에 대한 탐구활동을 진행하며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한 퀴즈로 재미를 구했던 방법들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7가지 주제 중 ‘평화’를 배울 수 있었다.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은 아직 해양 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활동은 이어도 탐구 활동을 진행

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우리 팀은

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이어도에 대한 탐구 활동이 피상적인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수준에서 그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인 보고서의 작성을 제안하셨다.

‘평화’의 시각과 자세를 지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처음에는 간단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탐구활동을 진행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할 때, 우리는 주로 관련서적과 논문자료를 활용했다. 하지만 국제 해양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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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이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생님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자 이어도 연구회를 방문하는 등 외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외부에서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탐구 방향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변화

재설정하는 등 우리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다.

들이 생겨났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어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이렇게 우리 동아리의 힘으로 3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인쇄를 거

랬던 것처럼 지역 고유문화를 존중하며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께 배부할 예정이다.

돕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
결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심지어, 평생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제주도에서 살아온 제주도민들조차도 그러하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적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만큼은 이어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었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 이처럼 우리가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변의 가족, 친

앞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범위가 넓고 정기적인 활동이 필

구들,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다.

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어도에 대해 잘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릴 수 있고 정기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이어도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이를 SNS를 통한 홍보활동 이외에도 지자체와

게 해야 할까요?

연구단체, 교육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이어도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승하도록 하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는 활동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예로는 프로젝트 활동에 도움과 조언을 얻고자 이어도 연구회를 방문

우리는 학교, 친구들, 가족, 지역사회에 이어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하였다. 그곳에서 이어도 연구회 소장인 고창석 교수님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바란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임승현 선생님과 이

송석빈 학생 등은 거리 행진을 하면서 ‘이어도 알림이’ 활동도 하였다.

어도연구회 소장이신 고창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

하지만 아직도 이어도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로, 지난 1년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유네스코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알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에게 감사드린다.

고민해보았다. 그 결과, 이어도 홍보영상을 제작해, 이를 SNS에 올리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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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고등학교

세상을 바꾸는 힘, 실천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56번길 158
지도교사
이상은

학생구성원
유채연, 박다은, 김채은, 이예림, 류신아, 최지우, 송윤채, 최혜영
김고은, 강주현, 박정연, 오정연, 신해현, 박예인, 노진희, 백송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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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 번째가 자신이 부족했던 실천력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다. 문제를 적극적으

있나요?

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유했다. 이러한 경험을

프로젝트 활동의 장소가 주로 학교였기 때문에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다. 학교 내에 있는 문제점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노력하
는 활동을 주로 진행하였는데 전력 낭비와 음식물 낭비, 그리고 올바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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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리수거 등의 환경문제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였다.

•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실생활’이나 ‘평상시’에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특

흔히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
가 사회에서도 볼 수 있기에 지역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

별한 상황에서의 변화보다 일상생활에 자주 접하는 문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러 프로젝트 중에서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	사소한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소한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과 무지한 사람들의 문제와 연결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실천하겠다고 생

어 있다.

각했다.
•	혼자의 변화가 아닌 주변까지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했다. 조용히 변화를 실행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또 다

‘나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들이 자신의 변화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환경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문
제 해결책에 대한 실천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 부족한 실천을 키우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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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자 위안부 할머니(교내·외 캠페인 활동)

3. 위안부 계기교육(교내)

1. 위안부 문제인식 설문조사(교내)

동아리 부원들이 이전에 실시한 위안부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아래의 설문이 들어가 있는 판넬을 제작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안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한

대덕고등학교 급식실 앞에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 : 2017년 6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프린트로 제작

월 9일(금)~11일(일))

하여 1학년과 2학년 각 반에 게시하였다.

• 제 2차 한일협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한국 위안부박물관의 존재

• 위안부의 정의 •위안부 명칭

•	위안부 명칭의 뜻 • 위안부 지원기구

• 일본 위안부 동원 규모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조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 역사관
• 세계 위안부의 날 •위안부 지원 기구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 위안부를 다룬 영화
• 위안부의 역사 •위안부 박물관
• 제2차 한일협정

4. ‘마리몬드’ 공동구매 진행(교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꽃 패턴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마리몬드’.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수익을 기부하는 홈페이지이다. 마리몬드
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잘
통계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번 공동구매

은 매우 높은 편이였으나, 위안부의 기본적인 상식 수준은 낮아 아쉬웠다. 이번

를 통해 홈페이지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

설문조사를 통해 친구들이 위안부 문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다. 구매가 곧 나눔이 되는 착한 소비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권장하고 대덕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
고 많이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리

2. 위안부 문제인식 설문조사(교외)

몬드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다. 또 공동구

제작한 설문조사 판넬을 이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매 종이 하단에 ‘위안부 박물관은 어느

서 시민들의 위안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2017년 7월 12일(수)/

어느 지역에 있나요?’라는 질문을 프린

2017년 7월 15일(금)) 학교와 거의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트하여 보다 많은 친구들이 읽도록 하였

도는 매우 높은 편이였으나 위안부의 기본적인 상식 수준은 낮았다. 학교에서

다. (진행기간 : 2017년 8월 30일(수)~9

는 역사시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보다 정확하고 많은 내용을 접하

월 5일(화))

게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분들의 기억 속에는 어느덧 위안부 문
제가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우 씁쓸했다.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2박 3일로 진행된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장소 :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 평화센터/기간 : 2017년 6월 9일(금)~11일(일))은 나에게 정말 잊
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었다.
1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간
단히 마치고 ‘5W1H로 알아보
는 세계시민’이라는 강연을 들
을 수 있었다. 시민이라는 단어
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
누어져 있는데 세계시민은 세
계문제에 대해 통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세계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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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7년 8월 26일(토)~27일(일)
• 대덕고 참석자 : 김채은, 이예림, 박다은, 김고은, 유채연, 강주현, 신해현
오정연, 노진희
대전외고, 동방고, 유성고, 대성고, 대덕고, 서대전여고, 충남고의 유네스코 동아
리 부원들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26일과 27일에 진행된 ‘견우와 직녀 축
제’에서 부스를 운영하였다.
먼저 ‘Youth Building Peace’라는 유엔 평화의 날 주제에 맞추어 ‘청소년이 말
하는 평화의 메시지 전하기’를 진행하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 에코백이랑 필통에 평화에 대해 시민들이 그림을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활
동을 진행하였다. 전지 한 장에는 나무와 다른 한 장에는 지구를 그려 평화에
공감 및 감성적 사고,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았다.
2일차에는 레인보우 세계시민 박람회(학교별
프로젝트 소개)가 있었는데 대덕고는 왼쪽의

대한 이미지를 전지에 채워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을 때 비둘기, 평화 로고 등 막연하고 뻔한 것
들만 떠올라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는데 웃는 아이들과 평화
로운 자연 등 일상적이면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그려줘서 놀라웠고 내가 ‘평
화’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사진을 제출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호평과 활
동에 대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었
다. 또, ‘공유지의 비극, 기후변화’와 ‘국제개별
협력과 세계교육 2030’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빈곤게임을 통해 아프리카의 가난
한 생활과 선진국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느낄 수 있었다.
3일차에는 세계시민선언 문장을 만들었는데,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국제교
류,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 분야 중 환경에 참여하였다. 이후 각 분야에서 만
든 문장을 다 같이 낭독하고 귀가하였다.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추상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감이 잘 안 왔는데
이번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을 참가하면서 직접 와 닿으면서 진정한 세
계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어 유익한 경험이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을 만나 함께 활동하면서 폭넓은 인
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재미 있는 추억을 가질 수 있었다.

대전 연합 모의 유네스코 총회 1(연합활동)
• 장소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 날짜 : 2017년 9월 3일(토)
• 대덕고 참석자 : 유채연, 백송아, 박다은
대전외고, 동방고, 유성고, 대성고, 대덕고, 서대전여고, 충남고의 유네스코 동아
리 부원들이 참여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의 주제는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및 성
착취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었다.
유채연은 브라질, 박다은은 중국, 백송아는 이라크를 맡았다. 모의 유엔과 유사
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맡은 국가가 이번 주제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 교류를 통해 보
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국제사회가 겪는 갈등과 문제
점을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었고, 맡은 국가 외에 다른 국가의 발표를 통해 다
른 국가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최종 결의안을 쓰면서 국가 간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실제

견우와 직녀 부스 운영(연합활동)
• 참여학교 : 대전외고, 동방고, 유성고, 대성고, 대덕고, 서대전여고, 충남고
• 장소 : 대전 엑스포 시민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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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유엔의 결의안에 쓰이는 동사를 사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 작년에 처음 접했을 때보다 참여를 더 하면서 의제에 대해 심화되고 구
체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 펼치고 있는 정책을 알 수 있었다.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책이 개

• 날짜 : 2017년 11월 4일(토)

개인 모두의 손에 달려있음을

• 대상 : 대덕고, 충남고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 20명

느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

• 대덕고 참석자 : 유채연, 박다은, 송윤채, 최지우, 김고은, 강주현, 신해현

행하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점심시간에

백송아, 노진희, 오정연

동아리 부원들이 1학년, 2학년

충남고와 함께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의 주제는 ‘소외 계층과 빈곤층의 교육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었다. 지난번까지는 참가를 하였는데 이번

층을 돌아다니면서 소등 여부

에는 처음으로 우리 학교가 기획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였기 때문에 대전외국어

를 검사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반의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놀랐다. 심지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에 참가했을 때보다 힘들었지만 뿌듯

어 캠페인 기간 동안 전부 불을 끈 반이 여럿 있었는 데 1학년 1등 반이 두 팀이

함은 훨씬 더 했다. 주제 선정부터 참가국 조사 및 선정, 모의 유엔의 규칙 설명,

될 정도였다. 열심히 참여해주는 모습과 1등 반이 상품인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명패 및 명찰 제작 등 전체적인 부분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활동 시작 전에도 많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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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합 모의 유네스코 총회 2(연합활동)
• 장소 : 대덕고등학교

은 것을 준비했다.
유채연은 의장, 박다은은 스태프, 나머지 학생들은 중국, 이라크, 캐나다, 미합중

잔반 줄이기 운동(교내캠페인 활동)

국, 그리스, 독일, 노르웨이의 대사가 되어 본 회의의 의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

(2017년 10월 18일(수)~11월 1일(화))

하였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학교 급식을 먹을 때 안 먹는 음식을 받아 버리거나 밥을 많이 담아 남기는 일

을 깨달았고, 모의 유엔을 안 해본 부원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

을 자주 접하였다. 학교 급식에서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처리

지만 결의안까지 작성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비용을 줄임으로써 학교 재정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
였다.
‘대덕고 유네스코’ 페이지를 개설하여 자
신이 급식을 먹는 과정을 네 단계로 찍
어 보내도록 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
생들이 참여해 주었다. 대덕고 학생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받아서 다 먹으려
고 노력하는 모습이 뿌듯했다.

함께해요, 분리수거(교내캠페인 활동)
학교의 각 반의 분리수거 통 앞에 분리수거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제작하여 붙였다.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키는 학
생이 많지 않아서 분리수거 담당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
분리수거 통 앞에 직접 제작한
‘함께해요, 분리수거’를 붙이면
서 이미 알고 있던 수칙을 지키
는 동시에 혹시나 헷갈리는 수
칙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테이프, 철/플라스틱 스

소등 운동(교내캠페인 활동)

프링은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2017년 10월 18일(수)~31일(화))

와 ‘비닐은 분리하고 내용물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 첫 번째 활동은 ‘소등 캠페인’이다. 지구온난화

남아있다면 헹궈서 버리기’라는

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 남극, 북극의 해빙 규모가 줄어드

수칙처럼 잘 지켜지고 있지 않

는 등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대덕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

은 내용이나 ‘깨진 유리조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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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처럼 잘 모를 수도 있는 수칙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내용은 물론 그림에도

제작할 때 생각보다 많은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내용을 다 넣지 못해 아쉬웠다.

신경을 써서 눈에 잘 띄게 하였다.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이 그림을 보면서

다음에 나무를 다시 만들 때에는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을

분리수거 하는 것이 습관화 된다면 졸업 이후에도 잘 지켜질 것이라 기대한다.

생각해봐야겠다고 느꼈다.

인권은 소중해요 -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교내캠페인 활동)

‘대덕고 유네스코’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뿌리를 원인에, 결과를 가지에 붙이는 활동으로, 이번 원인과 결과의 주제는 ‘인

많은 학생들이 SNS를 이용한다. 이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대덕고 유네스코’ 페

권’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분야를 나눠서 원인과 결과를 모색

이지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알리는 용도로 이용하였다. 앞으로 이

한 뒤 만들었다.

페이지를 활용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념일을 설명하는 등의 홍보글을

첫 번째 인권 침해 사례는 노동자 차별인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외국인 노동

올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우리들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는 홍보자료 등을 탑

자 수 증가, 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환경, 사람들의 인식 등이었고, 이에

재하며 유네스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해 복지제도 확대, 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의 해결책을 찾았다.
두 번째 인권 침해 사례는 인종차별로 원인으로는 백인우월주의, 국가 내 빈부
격차를 들었고 결과로는 사회 부적응자와 브렉시트 등이 초래된다는 점을 정리
하였다.
세 번째 인권 침해 사례는 성
차별이었고 원인은 성별분리
호봉제, 여성 참정권 운동, 가
부장제, 여자는 약하다는 인
식이고 이에 따라 투표권 박
탈, 집안일, 회사 내에서의 불
이익, 데이트 비용 등의 결과
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찾
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
리한 나무를 전교생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도록 학교에 붙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심장이다.”
사람의 심장은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과 생각을 중요시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대덕고등학교 유채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라면스프이다.”
라면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라면스프이다.
라면스프를 넣음으로써 라면의 맛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것과 라면 만드는 과정에서
맛을 구별해주는 것처럼 청소년 세계시민이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였다.
대덕고등학교 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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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또한 대전 지역의 유네스코 동아리의 부장들과도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함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모색하고 실천하였다. 예를 들어 견우와 직녀 축

매사에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이며 사회를 배려하고 남을 도우며

제 부스를 운영하였고 연합 모의 유네스코를 진행하였다.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프로젝트를 맡고 진행할 때 계획을 하면서 정

다른 학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견우와 직

이 앞서는 경향이 있었고 계획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았었다. 그

녀 축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스에 참여하였고 서로 의견을

러나 이번 기회에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겪었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

지만 주변의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

기 위해 교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교외로 확대하여 학교 안의 학생들만이

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 이후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문제를 찾

아닌 대전 시민과도 프로젝트를 함께 하였다.

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젝트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진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세계시민’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다면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들으면서 앞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으로도 계속 세계시민이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중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요한 항목 중 하나가 되었다.

먼저 급식 캠페인과 소등 캠페인에서 어려웠던 점은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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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가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홍보지를 학교 곳곳에 붙여도 집중을 하지 않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대덕고 유네스코’를 개설하여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 방식으로 바꾸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했던 옆에 있던 동아리

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기존방식의 홍보보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부원들에게 생긴 변화는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행동이지만 환경에 안 좋은 영향

있게 되었다.

을 미친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시각이 생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또 처음으로 주최하게 된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

있는 활동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대덕고등학교의 학생들 역시 유네스코 동

아 막막했는데 대덕고와 충남고 동아리 부원들과 협동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아리에서 실시한 ‘소등캠페인’을 통해 반의 불을 계속 꺼놓고 캠페인 기간이 끝

할 수 있었다. 또 1학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모의 유엔’을 처음 접하는 기

나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변

회를 제공하고 싶어 배우는 차원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다소 미숙한 학생들이

화를 줄 수 있었다.

많아 매끄러운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경험 있는 친구들이 모의 유

집에서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고 구상할 때 가족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인식의

엔에서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팁을 주면서 방향을 잡아주어 1학년들이

변화를 줄 수 있었고 ‘소등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집에서도 불필요한 전등을 끄

성공적으로 모의 유엔을 배울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모의 유엔에서 어려웠던

고 안 쓰고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행동을 습관화하게 되었고, 이를 지

부분의 극복방법 주요 키워드는 ‘협동’이었다. 같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켜 본 가족도 함께 따라주었다. ‘급식캠페인’을 통해 집에서도 최소한의 음식물

함께 일을 나누면서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려고 노력했고 가족도 동참을 하였다.
또, 동아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 유네스코 동아리에게 소개시켜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으로써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계획표에 작성한 프로젝트와 생활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하면서 떠오른 프로젝트를 모두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하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래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레몬에이드 판매’ 프로젝

게 해야 할까요?

트와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만든 뒤 학교에 숨겨 학생들이 찾는 ‘공정

먼저 다른 지역의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레인보우 청소

무역 보물찾기’ 등을 하지 못했다.

년 세계시민여행에서 만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

또 홍보를 열심히 해도 눈길을 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보다 효과적인 홍

는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의견을

보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많은 친구들이 홍보물에 대

나누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

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람들

채팅방을 적극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구

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취지 자체와 활동 내용이 좋아도 참여

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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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오고등학교

GAO&UNESCO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신기로 71
지도교사
김세령

학생구성원
곽은지, 김승준, 박진희, 정정모, 최민혁, 오민택
문준현, 권민서, 나지혜, 박지은, 정혜원, 전수진
윤소희, 곽다은, 김고은, 유효진, 최미소, 이수빈
문다연, 정혜인, 김서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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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차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책임

있나요?

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 캠페인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하여 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 늘 가까이

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진정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존재하지만 그만큼 잊히기도 쉽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존중을 위

려고 한다.

해 체벌제도가 사라지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이 이루어지
며 언론에서는 인권과 관련한 뉴스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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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

•	교내 잔반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잔반문제의 심각한 영향을

된 분리수거,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잔반 등 친환경과 반대되는 행동
을 보이고 있다.

알리며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활동 전개
•	학교에서 버려지는 종이를 재활용하여 소중한 새싹이 태어나는 씨앗종이를 제
작·판매하고 이를 지구촌 교육지원 사업에 기부하여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자원의 재활용과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주변에 작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제3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에 참가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지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반성하고 나아가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 중

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심의 테마클래스 운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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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잔반투기 인식 실태조사
6월 19일, 가오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잔반투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하여 직접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가오고 학생들이 잔반을 남
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
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잠시나마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
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잔반 ZERO PROJECT 홍보

학급에 상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반별로 경쟁을 하며 잔반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학교 급식실 앞에 설문조사 이후 학생들에게 잔반

을 줄이기 위하여 과하게 음식을 받거나 무분별한 편식을 하는 행동을 삼가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잔반 ZERO PROJECT 안내보드를 제작하여 설치

자신의 식판에 있는 음식은 모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자극하는 의미

하였다.

있는 식사시간을 보냈다.

①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통 사

씨드페이퍼 제작

진을 활용해서 알려주었다.
② 그로 인한 문제점을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9월~10월까지,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제9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핸

③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학급별 잔반 ZERO 스티커 모으

드메이드제품 셀러로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씨드페이퍼 제작을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버려지는 종이를 모아서 물에 불리고 믹서기로 갈아 물감으로 염색을

기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렸다.
④	우리의 노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실을 소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그치지

하여 기본 반죽을 만들었다. 기본 반죽에 씨앗을 함께 넣어 반죽하고 틀에 맞춰

않고 잔반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

서 모양을 잡아준 후 건조시키니 얼마 후 우리가 원하는 씨앗종이를 얻을 수 있

었고 결과적으로 가오고 학생들이 잔반을 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

었다. 판매를 위한 씨드페이퍼이기 때문에 더욱 보기 좋고 싹이 잘 날 수 있는

들의 행동의 의미를 생각하며 프로젝트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것을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더 나은 씨드페이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기획부터 실천까지 모두 우리의 힘으로 실천하여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잔반 ZERO PROJECT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학교 급식실
앞에서 가오고 1,2학년 학생들이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
이 직접 스티커를 나누어 주어 반별로 준
비되어 있는 스티커 보드에 스티커를 모
으도록 하고 가장 많은 스티커를 모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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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2017 대전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드림캠페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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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에서 58번 부스를 배정받아 씨드페이퍼 판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를 통한 기부활동을 하였다. 최종 판매를 위하여 그동안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지난 1년간 내가 주체가 되어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힘썼다고 생각

제작한 씨앗종이를 직접 오린 카드에 붙여서 색연필로 메시지를 담아 꾸몄다.

하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 ‘학생의 신분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씨앗의 종류별로 라벨지를 붙이고 씨드페이퍼를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을 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지도 함께 제작하여 포장하였다. 드디어 행사 당일에 드림캠페인 현수막을 걸고

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획하고 하나씩 천천

씨드페이퍼 제작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소개하며 지구촌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히 실행해나가다보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 친구들, 학급의 친구들, 지역

씨드페이퍼를 홍보하고 그 결과 우리가 준비한 씨드페이퍼 중 3분의 2를 함께

사회의 시민들이 점차 세계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

준비한 화분과 함께 판매하게 되었다. ‘씨드페이퍼’라는 아이디어 제시부터 부스

었다. 1년을 되돌아보며 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변화를 이끄는 아방가르드 역

운영 신청, 제작, 판매, 기부까지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 진행되고 서로 배려하고

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협력하며 우리의 의지로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값진 경험을 하였다. 남은 화분
과 씨드페이퍼는 12월에 있을 학교 예술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테마클래스에서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추가로 씨드페이퍼를 제작하여 우리 동아리의 테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마클래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중한 인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직접 카드를

잔반 ZERO PROJECT를 하며 학급별로 잔반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꾸며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도록 할 것이다.

그 실태에 대하여 홍보를 하며 학생들은 물론 우리학교의 선생님들께서도 잔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면적으로 상
품을 받기 위한 학급별 경쟁으로 보일 수 있었을 잔반 ZERO 스티커 모으기 프
로젝트는 학생과 그를 지켜보는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잔반을 줄이고 환경
보호 의무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씨드페이퍼 제작·판매로는 우리지역 시민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종이조각 하나도 쓸모가 있고 그 것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상상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 씨드페이퍼가 생소해서 신
기해하며 다가오는 아이와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씨드페이퍼의 의미
를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분들이 돌아가서 씨드페이퍼를 키우며 비
록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재활용의 필요성과 세계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역할
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핸드메이드 제품 셀러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대
전의 국제교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레인보우 프
로젝트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신청서에 우리의 활동이 단순한 판매목
적을 넘어서 환경사랑, 자원의 재활용, 지구촌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기부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알렸다. 그 결과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대
전지역 시민 및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씨드페이퍼를 홍보하며 환경문
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우리 동아리에서 시작한 환경보호의 움직임을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울림 축제가 더욱 활성
화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또한 세계인들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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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잔반 ZERO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학급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 학급의 단합력이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시간에 한

부족한 경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다. 스티커 모으기에 힘쓰지 않

계가 있으므로 계획한 활동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기 위하여 동아리 학생들

는 학급의 학생에게 잔반을 몰아준 후 대신 버리게 하거나 유네스코 동아리 학

의 역할분담, 적극적인 토의, 책임의식 등이 필요하다. 비록 계획한 대로 모든

생들의 눈을 피해서 잔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등 통제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작년에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작은

상황이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정당하게 활동에 참여하여 공정한 결과를 얻는

캠페인으로 그쳐서 아쉬워했던 우리들이 올해는 직접 부스를 운영하게 되어 그

점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해당 학급의 반장에게 주의를 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씨드페이퍼가 무엇인지 우리들도 생소했었는데 정

탁하여 학급 임원들의 협조를 이끌어서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

보 조사부터 준비물 구매, 제작, 포장, 판매, 끝으로 기부까지 혼자 힘으로는 절

또한 학년 초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무리 없이 수행하기에는 동아리 활동 시간

대 할 수 없을 일을 모두가 배려하고 협력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이 턱 없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주말에도 모여서 활동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 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도와서 하나씩 이루어 나간

하고 모든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다면 세계시민으로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한다. 주변의 다른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친구들,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나와 같이 이런 교훈을 느끼고 실천하길 바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번데기이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시민인 나비로 진화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전가오고등학교 권민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 불빛이다.”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빛이기 때문이다.
대전가오고등학교 김승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처음 보는 매점 아이스크림이다.”
맛있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궁금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가오고등학교 박진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아기새이다.”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날갯짓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날갯짓이 일으키는 나비효과는 실로 엄청나서, 세상에 아주 큰 긍정효과를 준다.
대전가오고등학교 나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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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고등학교

NOEUN UNESCO RAINBOW PROJECT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99번길 55
지도교사
김혜희, 박수진

학생구성원
최현서, 김수빈, 배규홍, 이단규, 이동혁, 김경호
김범규, 김용환, 이규혁, 최우진, 김정현, 유가원
유진아, 이다은, 정희진, 한채연, 홍윤지, 박서정
전지원, 김규현, 김선우, 김정환, 박시호, 육심웅

협력파트너 : 나도람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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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학교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 문제

있나요?

의식을 일깨우는 글을 보내는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학교 축제에 부스를 운영하

대전은 대한민국 6개의 광역시 중 하나로 규모가 큰 도시이다. 이에 따라

여 사진전을 열고 퀴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사람들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문제가 따른다.

우리학교에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밍크 털로 만든 모피코트, 거위 털로 만든 패딩 등을 쉽게 볼

이것이 인권 피해의 현장이라고 보고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품의 이면에 고통을 받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고용주의 인

는 것을 ‘모피잔혹사’라는 저널을 통해 접했다. 부드러운 모피로 많이 이용

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모의 유엔 토의 활동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되는 북극 물개의 한 종류인 ‘하프실’은 모피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식

적으로 불합리한 노동착취 실태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 남아 있는 상태로 가죽이 벗겨진다. 이렇게 매년 60만여 마리가 북극을

그 후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지역 벼룩시장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약한 노동자들

붉은 피로 적신다. 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우, 거위, 밍크 등이 지금도 고

을 위해 기부를 하려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작은 힘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쓸

통을 받고 있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토론을 하고, 전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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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인간과 인간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보다 많은 수의 동물들은 지구의 생명이란 이름 아래 하나이다. 우리는 인간

노은고등학교 유네스코에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 모피 잔혹사를 주제로 한 캠페

의 탐욕으로 다른 생명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크나큰 잘못된 문제라는 것을

인을 통해 평소 별 의식 없이 사용해오던 모피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밝히고 이렇

깨닫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지역, 우리 대한

게 가까운 주변에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숨어있음을 깨닫게 하며 문

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제인식 능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노은고등학교 쓰레기 처리

캠페인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연관시켜 우리가 잠깐의 편리함과 귀찮

모피 잔혹사 캠페인

음으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자신이

4월 15일,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희생당하는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보기 좋고 건강

하여 대전노은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원들이 노은고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캠페인

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미래세대의 세상을 위한 일임을 자각시

을 벌였다. 직접 제작한 포스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선을 주목시켜 모피 소비로 인

켜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노

해 고통 받는 동물들의 실상을 알려서 학생들에게 모피 사용을 자제할 것이란 의견을

동착취주제 모의 유엔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를 심

얻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평화적인 소비를 지향하게 되는 시간을

어주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인권 노동을 공부함으로

보냈다.

써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한 이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 활동

직접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기부함으로 본인도 세상을 위해 작지만

5월 17일,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환경적 평화에 힘썼다.

따뜻한 불씨를 만들 수 있고 이들이 모이면 커다란 빛을 만들 수 있다는

직접 폐건전지 수거함을

것을 일깨운다. 마지막 노은 2017년 네 번째 프로젝트인 세계 각지 분쟁

제작하여 교내의 폐건전

조사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모의 유엔을 진행하며 더 깊이

지를 수거하였다. 홍보지

있게 이해하고 우리가 나라를 이끌 성인이 되었을 때 지녀야 하는 태도

와 SNS를 통한 홍보로 수

나 생각, 분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거율을 높였다. 수거된 폐

또 이해와 지혜를 바탕으로 기부금을 모아 분쟁지역의 불우한 지구촌 이

건전지는 구청으로 보내질

웃에게 후원함으로써 본인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계획이다. 이러한 폐건전지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은고

수거활동을 통해 직접적으

등학교 유네스코 회원뿐 아니라 전교생,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변

로 환경정화에 힘쓸 수 있

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지구촌의 평화롭고 지속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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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능한 미래를 이끌 종합적 사고 및 실천 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우리
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내 환경정화 캠페인

더불어 이 프로젝트가 함께 화합하며 살아갈 시대, 세계시민을 위한 밝

5월 24일, 교내환경 정화를 위하여 동아리 시간에 직접 제작한 판넬을 들고 아침, 저

은 빛의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작은 불씨로 만들고자 하였다.

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실제 교내에 버려진 쓰레기를 활용하여 판넬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쓰레기통 설치 위치에 대한 의견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을 받고 교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촉구했다. 학생들이 밤낮으로 활동하는 장소인

었나요?

학교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일단 계획한 모든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원래 하
려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새롭게 다른 일들이 합쳐져서 계획한 것을
모두 실천하기 힘들었으나 동아리 부원들의 노력과 주변 도움을 받아 끝
까지 최선을 다했다.
또한, 심도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학교
환경정화 캠페인에서 단순히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
라는 것이 아닌 어떠한 이유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지, 추가적인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
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물은 누구
의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때 단순히 주민 입장이 아닌 기업, 정
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며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여러 가지
의견과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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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모의 유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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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대전노은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원들이 UN의 대한민국, 일본, 중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국, 미국, 프랑스 등의 각국 대사 역할을 맡아 ‘각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입장’이

세계시민의 정의는 ‘세계를 구성하는 개체로서의 시민’이다. 세계는 인간뿐만

란 주제로 모의 유엔 활동을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행하였다. 토론과 협상, 결

세계시민의 정의와 세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시민은 ‘세계를 구성하는 부분

의안 작성 등을 통해 협상 및

들이 모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재정의하

발표 능력을 배양하였다. 난민

였다. 이 정의에 따라 우리는 지난 1년간 모피잔혹사 캠페인, 교내 환경정화 캠

문제에 관해 활동을 진행하면

페인, 모의 유엔 활동을 통해 동식물,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평화를

서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국가

위해 힘쓰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의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전 우리는 세계시민에 대해 물론 알고는 있었다. 우리 동아리원들 모두가 이러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 인권과 평화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인권과 평화는 너무
나도 추상적이었다. 인권과 평화 문제는 고등학생에겐 관련이 깊지 않은 멀리

물은 누구의 것인가? 원탁토론 활동

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8월 30일, ‘슬픈 장미’ 동영상을 보고 ‘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원탁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지구촌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평화

토론을 했다. 기업, 정부, 주민, 시민 단체 총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각자의 입

문제는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학기 초에 진행한 모피

장에서 물이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보고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토론을 진행하였

잔혹사 캠페인은 모두의 집 옷장 속 옷들과 관련이 있었고, 환경평화를 위한 교

다. 물 소유를 가지고 다양한

내 환경정화 캠페인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있었다. 우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른 세계의 부분들에 비해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두

더 많은 기득권을 가져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인간 모두가 세

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문제

계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를 해결할 지 다양한 관점에

서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을 가졌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세계시민으로 인정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참가

고 이를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게된 변화는 우리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

대전 유네스코 연합 동아리 ‘나도람’에서 10월 28일 대전 시청 보라매공원에서

다. 우리의 프로젝트 속 켐페인은 ‘우리 노은고 유네스코 동아리만 세계 시민으

열리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부스를 운영하였다. 유네스코 소개, EM흙공

로서의 책임을 다하자!’가 아닌 우리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두가 변화하는 것

만들기, 평화 트리 제작하기,

을 목적으로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내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

세계 분쟁 퀴즈 총 4가지 활

은 급식실 앞, 교문 앞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캠페인마

동으로 이루어진 부스 운영을

다 백여 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였고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교내 사람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네스

들에게 우리가 준 영향이 컸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일반쓰레기로 여겨 다

코를 홍보할 수 있었고, 다양

른 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지구환경에 큰 위험이 되는 폐건전지를 수거하여 올

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

바르게 처리하였다. 지구환경 평화를 위한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은 폐건전지 배

은 기회였다.

출이 많은 교무실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선생님들께서 환경을 위해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다. 이를 통해 수많은 폐건전지가 지구환경을 위협하
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난 1년간 진행
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우리주변의 사람들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책
임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298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모피 잔혹사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예
상 외로 더 어려웠던 활동은 ‘모의 유엔 활동’이었다. 끝은 성황리에 마무리 됐

게 해야 할까요?

지만, 활동 초에 모의 유엔의 규칙과 목적을 동아리원 모두가 숙지하지는 못하

대전 노은고 유네스코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Nadoram(대전광역시

였다. 모의 유엔 활동은 규칙과 그 목적을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순조

유네스코 연합단체의 연합활동)을 주도하였다. 노은고, 지족고, 반석고 등의 대

롭게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규칙과 목적을 제대로 숙지한 동

전지역의 총 8개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가 연합하여 자신들이 진행한 프로젝

아리원은 열심히 참여하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동아리원은 저조한 참여를 보

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각 학교가 따로 하는 활동이 아닌 대

였다. 극복방법은 제대로 숙지한 동아리원이 그렇지 못한 동아리원에게 1대1로

전지역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가 연합하여 할 수 있는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 후 모두가 모의 유엔의 규칙과 그 목적을 파악하여 다

구상하였다. 가장 먼저 10월 28일에 열리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하였

같이 열정적인 모의 유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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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다.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나도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다른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잘 이루어졌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또한 유성 구청에서 폐건전지를 모으는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교 내에 직접 제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작한 폐건전지함을 설치하여 많은 학생들로부터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11월 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에 수거한 폐건전지를 직접 구청에 보냈다.

앞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

하는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동아리뿐만 아니라 전국 고등

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유네스코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단위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동아리 만큼

위해 열심히 일하는지 알려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유네스코학교 동아리에

은 아니더라도 전국의 각 학급들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지금보다

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각 학생들이 세계 시민
으로서의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점은 학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생들이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자각하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다. 현재 일반 학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생들은 입시전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인식하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들을 위해 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활동은 ‘모피 잔혹사 캠페

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

인’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할 때는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저 모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캠페인

나갈 세계의 청소년들은 보다 세계 속의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

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제도적 차원

역사회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우리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인권존중과 환경평화가

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족이라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의견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을 직접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는 인권침해나 환경파괴가 심각하지

성공요인은 직접 제작한 판넬에 있었다고 추측한다. 노은고등학교 유네스코 동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아리원들이 직접 제작한 판넬은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

심지어는 자기자신이 그러한 문제들의 주범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그리고 판넬에는 모피 잔혹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인권문제와 환경문제가 얼마든 일어날 수 있고, 언

보를 첨부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게다가 대전노은고등학교 학생들이 예

제든 일어나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상보다 동물의 권리보호와 인간의 권리 남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마음가짐이 인권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손전등과 지도이다.”
세계에 속해 있는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그 자부심은 나의 앞 길을 열어주는
손전등과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 자신의 길과
나 자신 그자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와 같기 때문이다.
대전노은고등학교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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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제라고 인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양한 생각

있나요?

을 공유하고 주변사람들부터 환경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차츰 바꿔나간다면 이것

최근 UN과 그 산하의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문제를 의제로 많

은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되어 우리가 주변과 세계를 열린 사고를 가지고 대하게

이 다루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인식체계를 갖게 된다면 문화의 다양성을 차별이 아닌

있다. 봄이 찾아오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도 이러한 영역에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세계시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내가 먼

서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미세먼지 문제뿐

저 실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선 교내에서 학생인식개선을

만 아니라 곧 찾아오게 될 살인적인 더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 인류에게 큰

한다면 그들의 발걸음이 닫는 모든 곳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리서가 아닌 가까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이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과 주변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해 나간다면 이것

을 함으로써 더디지만 꾸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지역사회의 생태조사

이 학교, 마을, 지역사회 그리고 더 크게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등은 대전의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

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Sustainable’이라는 단어를 환경

각한다. 항상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던 현상들을 새롭고 당연한 것

에만 국한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아리 부원이 되고자 하였다.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차
별하지 않는 관계가 될 때 이것도 ‘Sustainable’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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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런 활동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과 문화를 결합한 지속가능발전

• 대전 갑천주변 생태조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킨다.

과 관계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고자

• 대전 지역의 원자력 에너지 관리실태를 알아보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하는 목표이다.

• 공정무역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제3세계 노동력 착취 실태를 알아본다.
• 모의 UN활동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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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본다.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s and relationships

• 재래시장 방문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본다.

for All’이라는 목표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 대전지방법원 방문을 통해 인권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대전중앙시장(재래시장) 방문

동아리 친구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직접 구매자를 찾아가 판매하기도 하

4월 12일 대전의 가장 큰 재래시장인 대전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곳곳을 둘

는 등 활발하고 즐거운 활동을 하였다.

러보았다. 특히 제품의 배치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등을 집중해서 보
았다. 물건을 구입해보기도 하면서 도매점과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보았다. 시

한국 한의학 연구원 방문

장 방문 후 학교로 돌아와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사례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에

7월 12일 한의학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한의학 연구원을 방문하여 쉽게 구할 수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적어보는

있고 몸에 이로운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 비누를 직접 제작해 보는 실험을 하였

활동을 하였다. 지자체의 노

다. 한의학이 아직은 새롭고 낯선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력, 기업과의 연계, 전통시장

였으며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상품권, 대선주자들의 공약, 5

우수함과 옛 선조들의 지혜를

일장 등과 관련지어 보고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작성하고 만약 자신이 시장이

한의학 박물관도 둘러보면서

라면 어떤 정책을 입안할 것인

우리 몸에 대해 관심을 갖게

지에 대해서 적어보았다.

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문

독도의 날 캠페인

5월 2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방문하여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9월 27일 독도의 날을 미리 기념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독도의 날이

듣고 질의응답 후 견학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해 알 수 있었고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임을 알

관리되고 있는지 제어실도 볼 수 있었다. 원전안전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

리는 포스터를 각 모둠별로 창의적으로 제작하였다. 독도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추고 있으며 국가환경방사선

영토임을 알리는 자료를 조

자동감시망이 있다는 것을 알

사하고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게 되었으며 핸드폰 앱으로도

각 포스터에는 우리나라의 독

전국의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

도가 지닌 의미를 적어 넣고

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새롭

완성된 포스터는 교내 곳곳에

게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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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에 부착하여 수시로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모의유엔 활동
6월 7일 모의 유엔 활동을 실시하였다. 기조연설에 앞서 모의 유엔 운영방식에

갑천 수질검사

대해 숙지하고 모둠별로 대표할 나라를 선정하였다. ‘난민 이민 대량이동 대책

10월 25일 대전 만년동의 갑천에 나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질검사를 할

및 인권보호’를 의제로 정하고 각 나라별 상황에 맞게 기조연설문을 작성하기

수 있는 다양한 실험도구들을 구입한 후 모둠을 나누고 각 실험도구에 맞도록

위해 각 국의 정치, 경제, 지리적 및 군사적 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수질검사를 시행하였다. 갑천의 물을 직접 플라스틱 컵에 담은 후 COD(화학적

나라의 대표가 각국의 이익을

산소 요구량)를 측정하였다. 다른 모둠원은 DO(물의 용존산소), BOD(생물학적

도모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산소 요구량), 수소이온농도

입장을 조율하는 등 다양한

등을 측정하였다. 스포이드로

각국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조

채취한 물을 용기에 넣은 후

연설문을 완성하였다.

라벨링하고 ph지시약을 넣고
용기의 뚜껑을 닫아 흔든 후
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여

공정무역 캠페인

러 차례의 실험 끝에 갑천의

6월 21일 공정무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방안으로 직접 공정무역 사이트에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

서 커피, 초콜릿, 핫초코 등을 구입하여 다른 동아리 친구들에게 판매하였다. 3

였다.

세계 아동의 노동력 착취 현황 및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용 보드
를 제작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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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하고 다른 부원들과 소통을 하였다. 독도 알리기 캠페인은 정성들여 만든 포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터를 복도나 게시판에 부착하여 지나가는 친구들이 한 번씩이라도 볼 수 있게

학기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면서 좀 더 조사하고 준비하는

하였다. 공정무역 활동 시 각 동아리실을 직접 찾아가서 공정무역에 대해 설명

과정을 통해 활동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론에서 벗어나 직접 활동

하고 초콜릿을 사도록 독려하였는데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초콜

하고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 되었다. 인권이라는 주

릿도 사 주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

제는 광범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공정무역 활동을 하면서 다루었던 제3세계의

었다. 평소 유네스코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던 친구들에게 홍보할 수

어린이 인권, 모의 유엔을 통해 생각해 본 이민자나 난민의 인권 등으로 참 다

있는 기회였다. 수질측정 활동 시에는 다른 동아리 부원들과 연합하여 같이 갑

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대전 시

천으로 나가 측정활동을 했다. 선배로서 후배들을 리드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것

내를 흐르고 있는 갑천의 물을 직접 채취해 수질검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에 보람을 느꼈다.

으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물의 상태가 양호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
니 믿음도 생기고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뿌듯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적 국가적 현실이나 우리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주변의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공정무역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로 한 날 우리는 우선 많은 사전 조사를 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보드판을 만들었다. 우리 동아리실을 방문하는 친구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드판에 설명을 기재하고 공정무역의 의의 등을 적어놓았다. 초콜릿과 커피의 품

어렵고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질이 좋아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선생님들께서도 커피를 사 주셨다. 모의 유

과정을 통해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물건의

엔 활동 시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

배치가 다소 복잡하여 소비자의 접근이 어렵고 물건을 고르기도 쉽지 않으며

지 몰랐지만 선생님께서 회의진행 방법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이

특히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론수업을 해 주셔서 각국 대표가 충분히 자국에 대해 사전조사를 한 후 성공적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지자체에서 어떤

으로 기조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대전지역 연합활동(모의

정책들로 이것을 도울 수 있을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생각해

유엔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에는 책을 구입하여 정식으로 공부를 한 후

보지 못했을 일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했을

참석하여 귀중한 경험을 하였다.

때는 대전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많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관리되
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실제로 관리되는 것을 보고 설명을 듣고 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되었다. 모의 유엔 활동은 자국의 이익이 다른 나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있고 단순히 이익과 손해로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로

지금은 2학년 친구들만 동아리 구성원이지만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된다면 파급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계를 보는 시각도 변하게 되었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나 사회
현상들을 더 많은 친구들과 공유하고 깊게 생각하여 조금씩 좋은 세상을 만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우리들이 활동한 것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제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렸으면 한다. 학기 초, 동아리 계획 단계에서 충

게 해야 할까요?

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일 년의 활동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을 많

대성유네스코라는 카페에 활동 내용과 사진을 올리면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정

이 한 것 같다.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더 확대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리하였다.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동아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선 생님이다.”
나에게 선생님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대전대성고등학교 한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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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만년고등학교

내가 만든 우리 동네 문화지도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6
지도교사
전형채, 홍혜영

학생구성원
이보영, 이동우, 강인선, 유시연, 최유진, 김용준
이현용, 최준우, 김가연, 김태연, 김한빛, 박민영
안예원, 김기원, 이예진,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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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내 자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발품을 팔아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지만, 즐기고

직접 눈으로 보고, 물어서 확인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싶어도 지역에 산재한 문화시설을 알지 못해 즐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시설을 청소년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곧 문화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모르고 있었던 우리 동네 문화시설을 자주 찾음으로써 청소년들은 지역에 대
한 애착심과 더불어 문화를 즐기게 되고,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시 청소년들을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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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12회 2017 ‘견우직녀축제’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였으며, 도자기 체험이라는 색다른 체험에 대한 정보를 수

8월 26일(토), 서구 둔산동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견우직녀축제에 참여하여

집하였다.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을 관람하고 칠석 음식 체험, 시민참여 플
리마켓, 다양한 부스 체험을 즐기며, ‘견우직녀축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남선스케이트장
10월 21일(토),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에
서 스케이트를 탔다. 사계절
내내 실내에서 스케이트를 즐
길 수 있어 청소년들의 심신
을 달래줄 만한 곳이다.

대동 하늘 공원
8월 26일(토), 대동 하늘 공원
을 방문하여 다양한 벽화를

대전국제교류센터 주관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참가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공

10월 28일(토), 탄방동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축제에 대전고등학교 유네스코 연

간의 변화, 마을의 재탄생을

합동아리 ‘도드람’에서 EM 흙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공만들기, 유네스코 소개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세계인 어
울림 한마당’ 축제에 대한 정

지도 제작 계획하기

보를 수집하였다.

10월 27일(금), 우리 동네 문화지도 만들기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해보고 역할을
분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 수집을 위해 탐방했던 장소와 체험에 대해 이야
기해 보았다.

제8회 유성 국화 전시회&음악회
10년 29일(일), 유성구 봉명동
유림공원에서 열린 국화 축제
에 참여하여 국화를 관람하고
사진 찍으며 즐기고 음악회,
주말 공연 등의 행사에 참여
하였으며. ‘유성 국화 축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자기 굽다 공방)
9월 29일(금), 중구 목중로에 있는 도자기 굽다 공방에서 직접 손으로 도자기를

우리 동네 문화지도 만들기
11월 3일(금), 지금까지 수집
한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도제작에 들어갔
다. 장소를 표시하고 그에 대
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리하
여 제시하고자 했다.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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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자료 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을 해본다.

•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시설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관심을 가지고 자세
히 보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알고 보니 우리 주변에도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시설이 많이 있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알려주려는 생각이 많이 생겼다.

자료 제작을 위해 문화 관련 시설을 찾아가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 실제로 체험

• 남에게 알려주는 작은 기쁨을 알게 되었다.

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즐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
다. 지역사회에 의외로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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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 탐방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교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

아직은 눈에 띄는 큰 변화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한

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 또는 문화 시설 관계자들이
조금씩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를 수집하여 안내하고, 이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따라 청소년들이 시설을 더 찾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시설에서도 청소년들을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자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스럽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 생

•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친구들)

각한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의 날’ 같은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주세요.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	학원 강의 조금만 들어요. 함께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친구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 대전 지하철 노선이 너무 단순해요. 언제 새로운 노선이 생기나요?(지역사회)

게 해야 할까요?

• 주말, 공휴일 학생 이용료 할인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

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별로 몇 학교가 연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하면 훨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고민덩어리이다.”
항상 생각하게 만드니까…….
대전만년고등학교 이보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박 하 사 탕이다.”
작업 끝나고 나면 항상 시원하다.
대전만년고등학교 유시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4점짜리 문제이다.”
어렵지만 꼭 풀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전만년고등학교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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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수고등학교

더불어 함께 나누는 장애인식개선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66
지도교사
문희순, 윤성실

학생구성원
최진서, 강우진, 고준서, 김호연
김은주, 최진홍, 김민주, 이예린
김민수, 심주환, 이현풍, 김민서
원종필, 구민하, 이현승, 하태호

협력파트너 : 대전국제교류센터, 노은고등학교, 교육학동아리
특수학급, 우송정보대학, 공주대학교, 대전환경운동연합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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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였다. 주변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관심을 갖고 문제를 스스로 찾고

있나요?

이 문제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교, 주거지역(아파트 등), 관공서에는 어디든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다. 장애

장애인식개선 특강/인권체험관 견학 - 문제로 인식한 주제에 대한 설득력 강화를

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지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위해 이론 학습 및 체험 : 문제로 인식한 것을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문

그들의 불편을 함께 이해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암묵적인

제해결을 위해 함께 실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론적인 배경을 학습하였다.

합의이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은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시간 문제, 경제

인권영화제/야구장ㆍ배구장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에

문제, 환경 문제,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가 얽혀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

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관심 환기 : 지역사회 주민

다. 그 배경에는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배려심 부족이

들에게 장애와 배려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의 필요성을 생

내재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인식의 전환 및 생각을 바

각해 보도록 유도하였다.

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나눔카페와 바자회 운영/외국인 한글교실 봉사활동/대전 장애ㆍ비장애
어울림 축전 부스 운영/교내 더함 캠프 운영 -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및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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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대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캠페인 : 지역사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장애인을 포함한 주변 사

회 여러 행사에 참가하고 봉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 정도를 개선하고

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학교안팎을 배경으로

상호이해, 나눔, 배려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와 기후 변화 특강/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한 시민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 내 안의 문제의식 일깨우기 : 주변의 문제를 인식

참여형 에너지 정책제안 - 전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작은 노력을 보태는 실

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학생이 되고자

천 수행 : 학교 안에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에 근거하여 기후와 에너지 문제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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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각성을 학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
을 토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단
지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
천을 하는 학생이 되고자 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에 다른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었나요?

1. 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 및 타인 배려를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및 문제인식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

3월 중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현상이 장애인식

•	실태조사, 장애 체험 활동, 특수학급 연계 활동, 외국인 한글 교실 봉

부재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정도에 대한

사활동, 문화다양성 특강, 기후와 에너지 특강, 시민참여 대안에너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264명의 응답자 중 86%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시나리오 만들기 참여, 공정무역 특강, 인권체험관 견학, 장애 체험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의시

동, 외국 친구들과 이메일 교류를 통한 다름의 인식과 존중의식 함양

설이 부족하므로 시설투자 등이 요

교내외 캠페인 활동과 부스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일반 시민

해 배려의 실천이 인지적 인식을 따

들의 장애인식 변화 및 타인 배려 의식 함양에 기여

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	유네스코 희망 나눔 카페 및 바자회 운영, 문화 다양성 게시물 제작

어 실천을 촉구하는 주의의 환기가

구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및 홍보 활동, 야구장·배구장에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주차구
역 준수 홍보 캠페인, 이면지 수합 박스 비치 및 물자절약 캠페인, 장
애와 비장애 어울림 마당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타인

2. 활동구성원의 장애인식개선 및 배려ㆍ나눔 함양

배려 의식에 대한 관심을 높임

인권체험관 견학(주제 : 인권)
5월 19일. 인권체험관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권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문제를 게임의 형식으로 체험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
정에서 학생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알
게 되었다.

장애 체험 활동(주제 : 인권)
5월 19일.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의 불편을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들
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왜 배려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특강(주제 : 인권, 환경, 평화)
6월 7일. 기후변화가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고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에너지 소비
인권체험관 견학

에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 인권의 문제에 귀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모
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에 관한 전문가
의 의견을 듣고 진지하게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 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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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특강(터키편)(주제 : 다문화, 세계화)

3. 교내 장애인식개선 및 배려ㆍ나눔 함양 캠페인

6월 21일. 배려와 나눔은 곧 타인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관련 주제를 확

나눔 카페(주제 : 인권, 세계화)

장시켜 다른 나라의 문화이해 및 소통으로 연결시켰다.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

4월 10~14일. 동아리 회원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배려, 나눔 의식

아 유학생으로부터 터키에 대한 특강을 듣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터키와 우

을 신장시키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수익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기부할 것

리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다른 기후, 역사 그리고 문

이며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 미리 안내 및 홍보를 한 후, 카페를 점심시간, 저

화를 알게 되었다.

녁시간을 이용하여 4일간 운영하였다. 이 활동의 의의에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어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해외 이메일 교류(주제 : 다문화, 세계화)
9월 13일. 문화다양성 존중 함양을 위해 해외 학교와 이메일 교류를 실시하고

복수 미니 바자회(주제 : 인권, 세계화)

이메일을 통해 알게된 문화적 차이를 게시물로 제작하여 급식실의 벽에 게시하

5월 12일. 학교 교육 공동체에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배양하고 실천하고자 복수

였다.

미니 바자회를 계획하고 운영하였다. 여러 학생과 교사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모아진 중고물품들을 판매한 수익금은 네팔과 르완다의 지역학습센터

특수학급 연계 점자체험 활동(주제 : 인권)

건립에 사용되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였다.

7월 중순.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점자 읽기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의 문자소통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길거리 도로에 가끔 표시된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의 의미 등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

장애인식개선 퍼즐(주제 : 인권)
5월 22일. 교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 장애인식개선 퍼즐 맞
추기 활동을 위해 동아리 회원들이 퍼즐 문제를 작성하고 참여를 홍보하였다.

임산부 체험 활동(주제 : 인권)

그 결과 1, 2학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활동을 통해 장애의 의미와

7월 중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잘 파악하는 계기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를 갖고 타인 배려의 성향을 더 키우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모님에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한 감사의 마음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기 위해 임산부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이 어머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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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 읽고 그림 표현(주제 : 인권)
5월 30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여러 학생들이 세계인권선언문을 읽고 인권의 종류와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였다. 즉, 세계인권선언문의 각 조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색지에 그림
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으로 표
현된 인권선언문은 교과데이
에 작품으로 게시되어 한 번
더 눈길을 끌고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할로윈과 공정무역 캠페인(주제 : 인권, 경제정의, 다문화, 세계화)
인권 영화제(주제 : 인권, 평화, 다문화)

10월 31일. 할로윈을 맞이하여 문화소개와 함께 공정무역(경제정의) 참여 캠페

9월 8일. 우리의 역사와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인권의 존재를 학교공동체 구성

인을 수행하였다. 점심시간에 행사장을 오가는 학생들,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

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인권영화제를 계획하였다. 동아리 회원들이 영화를

탕과 초콜릿을 나누는 문화와

선별하고 미리 감상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선정된 영화감상을 통해 전쟁이 인권

카카오 생산의 아동 노동 실

을 어떻게 무참히 유린할 수 있는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

태, 그리고 중간상인과 제조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가 이익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경제정의 운동 참여를 홍보하
였다.

4. 교외 장애인식개선 및 배려ㆍ나눔 함양 캠페인
외국인 한글교실 봉사활동(주제 : 인권)
4~7월. 대전국제교류센터와 연계하여 외국인 한글교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동아리 회원들이 2인 1조가 되어 월 3회 봉사활동을
가서 각종 행정 처리와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도움으로써 한글교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장애인식개선 3행시 작성(주제 : 인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주제 : 인권, 환경)

9월 5일. 교육 공동체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3행시

5월 11일. 장애인 주차장 위반 상황은 지역사회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캠

또는 4행시를 작성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많은 학생들

페인의 범위를 지역사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이 이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동아리 회원들이 수합된
작품들을 함께 읽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게시함으로써
통행하는 학생, 교직원의 이목을 끌고 장애인식에 대
한 생각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장애·비장애 통합 더함 캠프(주제 : 인권)
9월 22~23일.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우리’의 약자인 ‘더함’에 공동체 의식과
사랑, 나눔, 배려의 긍정적 의식을 키우고자 1박2일 교내 강당에서 동아리 회원
들과 특수학급 친구들이 여러 활동과 캠핑을 함께 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
은 장애이해활동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서
먹서먹 했던 특수학급 학생들과 친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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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모아졌다. 따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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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주었다.

장애인식개선과 실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내외에서 참 많은 경험을 하
고 다양한 생각으로 자극을 받았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는 장애인은 어떤 반응

시민참여 대안에너지 만들기 워크숍(주제 : 인권, 환경, 세계화)

을 보일지 알 수 없는 존재, 함께 생활하기 힘든 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7월 21일~8월 4일(주1회).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한 대안에너지 만들기 활

러나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어울리지 않던 특수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연합활동

동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실태와 전망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갈되는 자원

을 하면서 스스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사

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에너지 개발에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음

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

을 깨달았으며 인권과 에너지 분배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의 효과 이전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편견과 차별 속에서 생겨난 단어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인식 변화를 느꼈다. 여러 활
동에서 특수학급 학생들, 동아리 학생들과 협력하여 행사를 수행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실천력이 향상된 것 같다. 또한, 경제정의, 세계화, 인권, 평화, 다문화,
환경의 여러 주제를 다룬 활동을 통해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지냈는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교내 더함 캠프 그리고 특수 학급 학생들과 함께 했던 교외 장애인식개선 캠페
인 등에서 장애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행동이 느리고 발음이 어색한 학생들과
소통하고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 학생들에게 교내외 선생님들 그리고

장애·비장애 어울림 한마당 부스 운영(주제 : 인권)

지역사회 주민들이 기특하다며 따뜻한 관심의 말과 시선을 보내주셨다. 그 눈

9월 26~28일. 특수학급과 연합하여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부스를 운영함으로

길 속에는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들의 믿음과 신뢰

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경험하고 만들기 체험활동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면서

가 깊이 박혀있는 듯 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족과 아는 친구들, 동

생활 속에 즐거움을 나누었다. 고등학교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면서 이 활동을

네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도 장애라는 것은 그저 몸이 불편한 것뿐이

수행하기 위해 동아리 회원들을 5인 1조로 매일 다른 조가 부스 운영에 참여하

라고 말하면서 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칭찬을 해주었다. 심지어 전에는 장

도록 조치하였다. 부스에서 만들기 체험활동에 대해 장애를 가졌거나 또는 비

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학생들도 프로젝트 캠페인 활동 모습을 보면서

장애의 어린 학생들에게 설명

장애인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또한 나눔카페와 바자회 홍보를 하고 행사를 운영하면서 행사장을 가득 메운

더 잘 이해하고 만들기를 잘

손님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는 선생님들,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나눔과 배려를 인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

가운데 배려심을 키울 수 있

력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장애ㆍ비장애 어울림 축전의 부스 운영

었다.

을 마치고 모든 물품을 학교에 있던 장소에 돌려놓는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
과 학생들이 함께 나와 도와준 것은 정말로 감동이었다.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
에 맞춰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던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느껴진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 진행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인터넷 검색과 직접 통화 그리고 학교로 오는 공문 등을 통해 지역사
회 여러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았다. 우리 자신의 장애인식 정도를 높이기 위
해 장애인협회, 인권체험관 등을 통해 장애의 불편함을 체험했으며, 대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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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발음이 부정확했던 장애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

도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터키 유학생, 우송대학교, 공주대학교 특

해서 순간 당황했지만 곧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하나씩 질문을 해가며 대

강을 통해 문화다양성, 세계화, 경제흐름, 공정무역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

답을 해줄 수 있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소통을 하니 문제가 잘

한, 영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Connecting Classrooms을 통해 해외 학교와

해결되었고 장애우는 성공적으로 책갈피를 완성할 수 있었다. 교내 다른 학생

Partnerships을 맺고 해외의 또래 십대들과 이메일 교류를 하였다. 이메일 교류

들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유네스코 희망 나눔 카페’ 운영이었다.

를 통해 알게 된 문화다양성 정보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게시물로 제

운영 첫날에는 카페에 밀려드는 손님들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감당이 안 될 정

작하여 식당 벽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 활동들은 모두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도로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의 손님을 빠른 시간 안에

함양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내외 각종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되었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아리 회원들은 궁리 끝에 역할을 나누었다.

다. 또한,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와 연합 협의회를 통해 상호 친밀감을 쌓았으

질서유지를 위해 복도에서 줄 세우기, 각종 차 제공하기, 청량음료 제공하기, 주

며 풍성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학교별 특색 있는 사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문 받기, 수납하기 등. 역할을 나눠 자리를 배치하고 운영을 하니 한결 운영의

갖기도 했다. 그리고 관심분야의 지역전문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외 캠페인과

흐름이 원활해졌고 재료로 투자한 금액의 7배 정도의 수익금을 내면서 성공적

워크숍 참여를 통해 더불어 함께 나누는 장애인식개선과 실천의 꿈에 한 발자

인 행사를 마쳤다. 이 수익금을 정산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는 절차

국 다가설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가장 소통을 많

를 밟으면서 학생들은 뿌듯함을 느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서 학생들은

이 했다고 느끼는 행사는 ‘장애ㆍ비장애 어울림 축전’이었다. 커피봉지 꾸미기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며 성공적인 운영에 보람을

책갈피 만드는 과정을 장애가 있는 또는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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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연합을 통해 에너지 분배와 사용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인권과

우리가 해왔던 장애인식개선의 활동과정을 소개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활동
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세계시민교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육 캠페인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동아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아리 회원들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의 주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같다. 게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반성하며 그 다음 활

를 정한 것 자체가 수동적인 학습에 익숙한 고교생들에게 대단한 성과였던 것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동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반성과 개선이라는 단어를 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천하게 되었다. 이런 능동적인 활동의 효과를 보건대,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십

처음 특수학급과 연합활동을 했을 때 동아리 학생들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

대들에게 더욱 확산되어야 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과 어울리는 데 어색함을 느꼈다. 그리고 여러 행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애인식개선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의 의미와 활동과정을 설명할 때 또한 어색하고 말을 걸

회에 나가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어색함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식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그 기초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조금씩 물들여갈 필요가 있다

에는 말을 거는 사람만큼 말을 듣는 사람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 거부감을 느

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지난번 언젠가 문맹퇴치와 관련된 영화감상 행사처럼

낄 것이라는 배려의 마음이었다. 상대방도 어색함을 느끼고 말을 걸지 못할 것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행사로 소개하는 공문을 보내주면 그

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주자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것을 먼저 해주자

영향력이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는 정신이 프로젝트 수행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또한 옆에서 지원해주는 동아리

이 프로젝트의 실천 방안은 운영자로서 스스로를 먼저 깨우치고 교내외 활동으

학생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든든한 의지가 되었다. 교내에서 이뤄진 ‘더함

로 친구들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영자 자신의

캠프’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학교 강당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장애인식을 높이기 위해 했던 여러 활동들을 다른 학생들과 지역주민들도 함께

것인 만큼 생활지도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부장 선생님, 체육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 학년 부장선생님 등 많은 선생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성취

님들이 행사의 의의를 이해하고 지원을 위해 1박 2일 캠프에 도움을 주셨다. 한

감과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조그만 동아리 활동이 교내외 지역

마음으로 운영된 캠프였기에 ‘더함 캠프’는 참여한 학생들에게 두 번째로 기억

사회에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그리고 이것이 모아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에 남는 활동이 되었다.

는 것에 학생들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유

또한, 기억에 남는 첫 번째 활동으로 기록된 ‘어울림 축전 부스운영’에서는 나

의미한 여러 활동을 학생들에게 하도록 자극제가 되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전칠기 장식 책갈피를 만드는 과정을 장애우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과정

은 그 의의를 인식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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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송촌고등학교

나비 효과 (Butterfly Effect)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3번길 11
지도교사
김지은, 장윤정

학생구성원
이승현, 박희진, 안현수, 임태우, 이승지, 최윤영
김승리, 임소은, 천소현, 류성진, 김은정, 최지연
박지혜, 정재은, 김예진, 안나연, 김채린, 윤선화
조윤경, 김다빈, 이채연

협력파트너 : 나도람(대전유네스코 고등연합)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 ‘인종차별’, ‘다문화’, ‘노동착취’ 등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배운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우리는
시간에 쫓겨 이것들을 수업내용 그 이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이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국제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세계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자 우리 유네스코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알
아가고 관심을 가지는 행동만으로도 지구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

•	세계화를 주제로 한 모의유네스코 총회 활동을 통해 교내 학생들의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도록 했다.
•	SDGs와 Five P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홍보하면서 유네스코 이념에 대한 내
용을 전교생이 알 수 있도록 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정기 후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	궁극적으로 전교생의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 모두가 세계시
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고안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알려 그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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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하였고 올바른 청소년 세계시민으로

[인권]

서의 한 발짝 성장하기를 바랐다.

인권 쿠키 캠페인 :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조사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
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리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그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	다 함께 기획한 인권 캠페인을 통해 교내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먼저 다가가 배려와 친절을 베풀 것이다.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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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캠페인 : 최근 일본은 군함도를 산업화를 위한 광업도시로 포장하여 유네

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했다. 군함도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인권 관련 자유주제 발표

국민들이 강제 징용되어 고통을 받았던 곳이다. 군함도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

7월 5일, 인권 관련 캠페인을 구상하기 전, 부원이 조를 이뤄 인권에 대한 주제

들을 위해 설명해주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편지도 작성했다.

를 정해 PPT를 만들어 이를 발표하였다. 인종차별, 성 소수자, 장애인, 소년병,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 관련

[세계화]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 이론적인 배경을 쌓으며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던

모의 유네스코 총회 : 세계에서 유럽 난민 수용 등 여러 난민 문제 때문에 갈등

값진 시간을 보냈다.

을 빚고 있다.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국가의 입장이 되어 난민문제
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들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었다.
SDGs책 만들기, Five P조사 : UN의 SDGs와 Five P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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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목표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들
은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여 SDGs에 도움이 되었으면 했다.
아프리카,아시아 브릿지 정기 후원 :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꾸
준한 후원을 통해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소망했다.

[다문화]
•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관련 강연듣기
•	다문화 관련 축제 부스 운영하기

갑질, 인종차별 인식 개선 캠페인
7월 12일,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문제인 갑질 문화와 인종차별
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홍
보물을 제작하여 교내 학생들
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유네스
코 부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내 학생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인권 쿠키 캠페인
피부색(흑·백·황)에 따라 쿠키의 맛(초코, 참깨, 치즈)을 정해 ‘색은 다르지만
그 맛은 모두 뛰어나다.’는 것을 기반으로 ‘피부색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7월 18일에 인권쿠키 캠페
인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하였다.
이 캠페인을 계기로 유네스코 부원들과 송촌고 학생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기를 수 있었다.

한밭 수목원 견학
5월 17일 부원들 전원이 한밭
수목원에 방문하여 전문가분
의 수목원에 대한 설명을 들
으며 환경 보호에 노력을 가
하겠다는 세계시민의식을 기
인권 쿠키 캠페인

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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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캠페인

아프리카, 아시아 브릿지 정기 후원

2015년 7월 5일 군함도(하시마 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날을 기

동아리 부원들은 매달 천 원씩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

려 군함도의 이면을 밝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군함도 희생

카, 아시아 브릿지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

자를 기리기 위한 편지를 작성한 후 영화표를 부여하였다. 이 캠페인을 통해 군

서를 작성하고 이 후원에 참여하게 된 소감문을 작성해보며 교육 문제 해결에

함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고, 유네스코라는 소속감을 가질

일조하고 있다는 세계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SDGs, 자료 조사 후 도서 제작
방학 동안 부원들 개인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하나씩 맡아 그 문제가 대
두된 배경, 개인적 차원의 문제 해결,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에 대해 조사한 후
책으로 제작해 자료를 전시했다. 이를 통해 부원들은 SDGs에 대한 지식을 얻었
을 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홍보하며 이를 중요시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 관련 자유주제 발표
7월 19일 모의 유네스코 총회의 의제를 결정하기 전, 부원들이 조를 이뤄 범지
구적 문제에 대해 자유 주제를 정해 PPT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난민, 환경, 전염
병, 국제 테러 문제 등과 같은
국제적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아를 바탕으로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진행하기 전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한 자식을 쌓
을 수 있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
8월 23일 ‘난민의 교육과 인권 보호 및 유럽 난민 문제 완화’를 의제로 유네스

다문화 관련 강연

코 부원이 헝가리, 시리아, 이라크 등 9개의 국가의 입장 표명을 한 후 회의를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등 다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강연을 들으며

거쳐 결의안을 도출하였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UN총회의 결의안 도출

인권 감수성, 문화 포용력 등을 기르며 다문화사회, 세계화 시대에 갖춰야 할 중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전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요한 자질을 기를 수 있었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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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P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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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의 기본이 되는 Five P에 대해 부원들이 조를 짜 자료조사를 하였다. 이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조사하면 부원들은 SDGs의 기본 이념을 인식할 수 있었고, 국제 사회가 중요시

평소 국제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 국제공무원이라는 진로를 꿈꾸며 이와 관련된

여겨야 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 기사 등을 접하며 이러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그렇기에 남들
보다는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많이 일조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부하고 있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
는 이런 지식이라는 관념적인 허상에 갇혀 실천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 인권, 세계화, 다문화 등과 같은 세계적
인 문제에 대해 각자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이를 최대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방법에 대해 고안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획한 활동들을 직접 실행하면서
진정한 세계시민은 지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행동력을 지녀
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구체적으로, ‘세계화’라는 주제를 통해서는 국제적 문제 해결에 일조하며 ‘더 이
상 다른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 공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부스 운영

동체 의식을 심을 수 있었고, ‘다문화’라는 주제에서는 특정 문화에 대한 고정관

유네스코 대전고등연합(나도람)이 주최해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서 부

념을 뛰어 넘어 유연성과 포용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인권과 평화’라는 주제에서

스를 운영했다. 유네스코 퀴즈, 평화트리 만들기, EM흙공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는 다양한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에서도 인권적

부스 체험을 운영하며 세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평화, 환경과 같

인 요소를 발견하는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다.

은 분야에서 지식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이 된 후 이에 따른 책임감도 뒤를 따랐다. 레인
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생긴 ‘세계시민’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책임감은 모두로
하여금 국제 문제에 대해 먼저 다가가게 하였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먼저, 가족들과 학교에서의 일들을 설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동아리 활동
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활동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유네스코와 세계적 문제
들에 대해 무지했던 스스로의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족들 또한
이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활동과 관련하여 동아리, 유네스코, 세계 그
리고 더 깊은 정보들을 나에게 물어봄으로써 가족들도 세계문제 해결과 변화
방향 등의 인식도 하게 된 것 같다.
활동을 통해 작다고 생각했던 우리 동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인식을 갖
게 하고,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와 역할에 대해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인
식 또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싶다. 이로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도 대두되고 있는 가난, 차별, 인권 등에 대한 문제가 더 다뤄지면서 세계 공동
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면서 해결의 실
마리가 더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학교에 ‘유
네스코’라는 동아리가 있고, 우리 동아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친구들
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유네스코라는 기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평소 일
상적인 이야기만 하던 친구들이 행사를 통해 인권문제, 갑질, 차별 등에 대해
서로 얘기하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이야기해보는 시
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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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들의 말을 빌리자면 좋은 의도로 편지를 썼고, 열심히 썼기에 좋은 기회도 받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수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군함도를 둘러싼 인권 문제도 편지를 쓰기 위해 함

게 해야 할까요?

께 조사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부원들도 동의를 했던 점이 타 학생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대전의 큰 축제 중 하나인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

이 응모해준 편지들을 읽고 심사하며 군함도에 대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했

여할 기회가 있었다. 다른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들과 연합한 단체 ‘나도람’으

다는 것이 편지에 드러났고, 편지가 굳이 길거나 정성스럽지 않을지라도 이 행

로 참여하여 유네스코학교와 우리가 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평화트

사에 참여해준 거의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역사적 사건과 문제

리, EM 흙공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하루 동안 다른 학교와 협동하고

를 조사해 주었다는 것이다.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학교·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 번째로 세계화와 관련되었던 모의 유네스코 총회로 난민 인권과 보호정책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축제나 캠페인 등

모색을 했었던 활동은 예상외로 모든 부원이 어려워했고, 그 어려움이 과정 속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세

에 드러났던 활동이었다. 아마 즐겁게 참여했던 활동들과 달리 이 활동은 기본

계인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에 부스를 진행하면서 만난 시민들은 유네스코와

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입장에서 각 학생들이 입장 표명서를 써야했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분들은

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나름 우리 동아리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고자 고안했던 방법들에는 마음이 맞는 부원들끼리 2인 1조로 조를 나누어 함께

러므로 축제 부스나 SNS 등을 통해 유네스코와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 많이

조사하고 입장 표명서를 분할하여 고안하게 하였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 활동을 실시했을 땐, 의장이 모의 유네스코 활동 전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
를 숙지하고, 동아리 내 활동 시 적용시킬 수 있었던 부분을 수립, 적용시켰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게 바꾸어 모든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총회를 주도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함으로써 자유롭고 질서가 잡혀 있는 입장표명과 발언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이 각 국가에 대한 문제 상황과 입장을 쓰기 위해 조사하며 입장이 상대되는 국

첫 번째, 결론적으로 인권쿠키 캠페인은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캠페인이었

가, 동일한 국가도 조사한 부분이 있어 질의응답 시에도 막힘없이 많은 질의응

다. 아마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만 담긴 단순한 피켓활동이었다면 아마 학생들

답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가장 어려웠던 활동을 거부감 없이 해낼 수 있

은 지나치면서 잠깐 보고 마는 행사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동

었고, 모든 학생들의 긍정적인 소감과 함께 이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아리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이 행사의 비결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동아리의 모든 활동들의 성공 또는 극복 방법에는,

저 학생들의 시선이 먼저 갈 수 있는 피켓을 제작하였다. 피켓에는 빠르고 정확

활동에 자발적이고 즐겁게 참여해주었던 부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자발적인 부원들의 자원으로

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서로 어렵고

홍보팀을 구성하여 학년별로 나눠 시간을 정하여 홍보지를 돌리고 반마다 설명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 부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러내 방법

을 하였다. 동아리 부원들이 구상했던 ‘인권 쿠키’는 쿠키에 담겨있던 상징적인

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활동 전, 어떤 주제로 삼을 것인지 조별

내용과 취지가 창의적이어서 홍보를 맡았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홍보 중 쿠키

PPT 활동이 이루어졌고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전

의 취지에 대해 설명할 때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수익금 또한 어

체 회의시간을 가졌다. 이로 인해 부원들의 의견이 활동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

느 기관에 기부가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은 맛있는 쿠

었고, 빠지는 학생 없이 각자 어느 부분을 고안해 줄지도 세부적인 영역을 나눠

키를 사 먹으며 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좋게 쓰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

행사에 임하여 쿠키가 전부 팔릴 수 있었고, 쿠키의 물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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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구입해 주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학생들이 단순한 쿠키 구입이 아닌 그전의 갑질과 인권 문제에 먼저 관심을 기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울인 상태에서 구입을 하였고 구입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피켓의 내용을 통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수많은 학생들, 선생님들도 또한 문제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문서상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두 번째, 인권과 관련했던 군함도 캠페인 또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활동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해

이 아닐까 싶다. 이 활동에도 첫 번째로 소개했던 활동의 비결과 마찬가지로 적

볼 수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세계화에 대해 몸소 체험해보고 직접 피부로 느껴

극적인 전체 홍보와 이목을 끄는 홍보지 제작, 취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홍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폭 넓

보를 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 활동에서 부각되었다고 느꼈던 비결은 우리 동아

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

리에서 마침 개봉되었던 ‘군함도’ 영화와 관련시켜 시기를 맞췄기 때문에 영화

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 유네스코를 잘 모르는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

라는 주제가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주제여서 더욱 관심을 가졌다. 영

께도 적절한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캠페인과 활동에

화와 관련하여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참여했던 친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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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세계를 위하여!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2로 2-16
지도교사
이승자, 이민숙

학생구성원
정수아, 마효정, 김동윤, 박예은, 송하영, 신주희, 안민형
이주영, 장윤정, 정길헌, 조한비, 홍성욱, 황윤주, 황은서
손주영, 이하늘, 강자연, 김동휘, 김민서, 김소현, 김승주
박 건, 방희주, 송영민, 엄지혜, 이건호, 장승순, 한성우
정우성, 조영규, 채기혁, 최무용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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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줄 수 있는 용기와 도덕적인 인권 의식을 고취시켜 행

있나요?

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따돌림을 말하는데 이러한 폭력과

3. 지역사회 :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따돌림과 폭력이 줄어든 즐거운 학

따돌림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다. 회사에

교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

서 어른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

회에서도 갈등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다름을 인정해 줄

고 인종차별 또한 일종의 따돌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따돌림은 우리주

수 있는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변 가까이 또는 멀리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는 나와 다른 사
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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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가 많은 심각한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

① 레인보우 프로젝트 ‘생각의 나무 만들기’

서는 수많은 자살 원인 중 학교폭력이 7위에 해당된다. 이는 학교폭력이 심

② 학교폭력 알아가기

할 경우 피해자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폭력과 따

③ 학교폭력 공감하기

돌림은 우리 학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학교폭력 관련 영화 감상 후 소감문 쓰기 및 토론
④ 드림저금통 모금행사
- 1차 : 수제레몬에이드, 수박화채 판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1. 나 : 내가 먼저 나서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용기와 폭력을 막기 위한 학생
들의 올바른 가치관 수립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
2. 교내 :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줄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

- 2차 : 천연탈취제 만들기 체험, 세계 전통의상 체험 행사
⑤ 세계시민교육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⑥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 연합활동 참여

생활을 했으면 한다. 또 학교폭력을 방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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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레인보우 프로젝트 ‘생각의 나무 만들기’

기아체험

동아리 시간에 동아리 부원들이 힘을 합쳐 ‘학교폭력 싫어요!’를 주제로 생각의

요즘 아프리카에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반면에 우리

나무를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하나씩 발표해 채워 나가며 학교폭

나라는 너무 많이 남겨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게 된 체험이 기아

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인데 잠시나마 밥을 굶음으로써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폭력 관한 영화보고 토론
학교폭력에 관한 영화를 부원들과 함께 정해 학교폭력 관련 영화를 시청한 후
각 인물의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이 놀랐고, 우리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드림저금통 모금활동(1차)

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빈곤한 나라에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드림 저금통 모금을 위해 부
원들이 함께 수제 레몬에이드와 닭꼬치를 만들어 판매했다.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어 좋았다. 또 수익금을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어 너무 뿌듯했다.

학교폭력 공감하기
학교폭력을 감상한 후 소감문을 작성해 모
둠을 만들어 자신이 작성한 소감문을 발표
하며 피해자 가해자 가족 등 입장이 되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내 봉사활동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직접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선 ‘우리 주변부터 깨끗이 하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대해 발표

부원들과 함께 나가서 청소를 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세계 유네스코
유산 중 하나를 정해 조사한뒤 PPT

드림저금통 모금활동(2차)

를 통해 발표했다. 몰랐던 유네스코

학교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여 세계 전통의상 체험 행사를 통한 2차 드림저금

유산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뻤고 유

통 모금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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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력했던 것 같다. 유네스코 동아리의 차장으로서 부장과 동아리 부원들과의 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원들이 학교폭력의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

사소통을 도왔고 동아리 부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 동

하게 말해 주었고 함께 생각의 나무를 만들며 협동심을 기르게 되어서 좋았다.

아리 부원들이 유네스코에 잘 몰라서 부장과 이끌고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

동아리 부원들 모두의 노력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

지만 부장과 함께 사전조사를 해서 부원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었다. 유

어려웠던 점은 유네스코에 대해 잘 모르는 부원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힘이

네스코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의 해결방안, 도움이 필요한 국가

들었다. 하지만 활동을 하기 전 간단하게 개념 설명이나 활동에 대해 설명을 해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

주니까 부원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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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아리 부원들과의 협동심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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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의사소통 부분이었다.

많은 유네스코학교들이 협동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유하였으면 좋겠다.

처음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활동을 하면
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학급에서 작은 오해가 생기면 먼
저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 연합활동에 참여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진행된 것, 앞으로 진행할 것 우리의 소감 등에 대해
SNS를 통해 교류했다. 다른 지역 유네스코 활동도 들으며 이런 활동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우리 동아리도 활동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알
아가는 것이 좋았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연합활동에 참
여할 것이고, 내년 후배들도 이러한 연합활동에 참여해 교류하면 좋겠다.

학교 내 봉사활동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안경이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해주었다.
대전용산고등학교 송영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물이다.”
힘든 친구들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과 내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물처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대전용산고등학교 방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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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족고등학교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202
지도교사
김유미

학생구성원
윤수정, 임태희, 권용옥, 김동진, 이종명,
모규복, 김유승, 안준형, 오정원, 유경은
이재서, 왕나경, 이주현, 오한승

협력파트너 : 대전시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연합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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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오염이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있나요?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교생이 환경오염 및 지속

1) 평화·인권과 우리와의 관계

가능한 발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UCC를 직접 제작하여 방송함으

학생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린 인권관련 문제는 ‘교육 받을 권리’였다. 해외의

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국가의 아동들과 국내 소외 계층 아동들
의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교육 평등’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1) 모두가 교육 받고, 존중 받는 학교, 사회 만들기

고 함께 대안을 찾아본 후, 참여 가능한 실천 안을 고민해 볼 예정이다.

‘교육’ 받는 것의 소중함을 전교생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
력했다. 또한 국내외의 소외 계층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이나

2) 다문화와 우리와의 관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주변에서 쉽게 외국인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것이다(11-12월 Dream 드림 프로젝트 실시). 생명 존중 캠페인을 통해 서로를 존

고 여전히 인종, 종교, 문화 등의 기준에 따라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문

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문
화를 조사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 이해’ 자료를 제

2)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 알아가기

작하여 전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세계 속 문화 간 충돌을 주제로 전시물을 제작하여 전교생이 문화 간 ‘다름’을 이
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3) 환경과 우리와의 관계
미세먼지로 인해 교내 많은 학생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마스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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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고민하기

1. 평화·인권 관련 활동

전교생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실천

범죄자의 인권 관련 찬반 토론

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1학기 초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아리 내에서 먼저 인권 관련 열린 토

‘잔반 없는 날’ 행사를 실시하여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도

론을 개최하였다.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찬반으로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의 의미와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새롭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었나요?
1) 다양한 문화 이해를 위한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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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속 문화 간 충돌 사례 소개 제작 및 전시
• 일시 : 5월 중, 장소 : 본교, 인원 : 동아리 14명 제작, 전교생 참여

2) 평화·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홍보
• 평화·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관한 홍보 영상 제작
• 일시 : 11월 중, 장소 : 본교, 인원 : 동아리 14명 제작, 전교생 참여

3) 교내 인권 관련 캠페인 및 모금활동 실시

국제구호활동가와의 만남

• 여러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캠페인 및 모금 활동에 직접 참여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및 자세를 배우기 위해 국제구호활동단체를 방문

• 일시 : 12월 중, 장소 : 본교, 인원 : 동아리 14명

하여 국제구호활동가가 하는 일과 ‘학습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해외 사례를

4) 평화·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도서 추천

한 함께 ‘꿈찌’를 제작해보며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통해 학생으로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 유네스코 동아리 gatherers가 읽은 관련 도서를 전교생에게 추천
• 일시 : 12월 중, 장소 : 본교, 인원 : 동아리 14명

세계인권선언 알기(대전인권센터 방문)
대전인권센터에 방문하여 일상 속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스스로 찾아보
고 반성 및 개선 방안 등을 함께 고
민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내
용을 친구들과 함께 몸짓으로 표현
하고 그 의미를 맞추는 활동에 참여
하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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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중 캠페인

3. 지속가능발전(환경 보호) 관련 활동

교내 또래상담 동아리와 함께 생명존중, 자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피켓활용

잔반 없는 날 캠페인

캠페인 외에도 ‘생명존중’을 활용한 4행시 짓기 활동도 함께 펼쳐 전교생이 생

교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을 펼쳤다. ‘지속가능발전’의 의

명 및 인권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를 이해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정, 학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홍보함으로써 전교생이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하루를 만들고자 노력하
였다.

2. 문화 다양성 관련 활동
세계 속 문화 간 충돌 사례 전시
세계 속 문화 간 충돌을 주제로 전시물을 제작하여 전교생이 문화 간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열린 맘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EM 흙공 알리기 캠페인
대전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연합활동의 일환으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EM 흙공 만들기’ 부스를 담당하여 수질개선과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 EM 흙
공을 만들고 EM(유용 미생물균)에 대해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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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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인권’ 등의 개념에 대해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에는 지식적인 측면

게 해야 할까요?

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프로젝트 실시 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과 매우

학생들과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캠페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나의 작은 실천이 전 세

이었다. 직접 피켓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

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프로젝트 후 세상을 바라보

호를 외치며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런 소통 방

는 시각이 달라졌다.

식은 한계가 있으니, 영상이나 SNS 등의 방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면

•	인권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계획, 준비하고 실행
하면서 마음가짐과 행동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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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	본래 낯가림이 심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잔반 없는 날’, ‘생명존중’ 캠페인 등 여러 차례의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면서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본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실행해보면 크고 작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의
‘클린 테이블’은 급식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서 있다가 더 많은 학생들의 참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여를 유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남겼다. 첫 번째 캠페인을 마치고 함께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준비했던 친구들과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	교내에서 진행한 캠페인 활동에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응원

시간을 거쳐,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역할 분담과 리허설의 중요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식변화에도 조금

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개선 후 실시한 두 번째 캠페인은 훨씬 체계적으

은 기여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교내 ‘잔반 없는 날’ 홍보를 통해 급식 잔반을

로 진행하였다.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한 캠페인 활동을 부모님께 소개해
드리고, 활동 방법을 상의하면서 부모님도 평화나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	본교의 학생이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캠페인을 하여 사람뿐만 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니라 동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 기여했다. 또한 ‘잔반 없

•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으로서, 학생들이 조금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는 날’ 캠페인을 통해 어떤 요일이 우리 학교의 ‘잔반 없는 날’ 행사 일인지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캠페인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지만, 깨달음은 그 순

다시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간뿐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쉽게 잊고 다시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	대전 유네스코학교 연합활동(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EM 흙공 만드

서 아쉬움이 남았다. 장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행동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는 방법을 대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대전에 흐르는

•	주변 학교와 연합하여 활동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를 희망한다.

‘갑천’을 맑고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	벽화를 그리거나 유네스코에 대해 홍보하는 캠프 등에 참가하는 기회가 필

계기가 되었다.

요하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우리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점점 세계시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족고등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자부심이다.”
세계시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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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고등학교

역지사지 (易地思之)
학교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1로 64
지도교사
엄정은, 권경순

학생구성원
고은서, 정은채, 김도연, 김현지, 윤다원
정산언, 하상진, 홍민기, 조성은, 장진승
이다솜, 김세건, 남지영, 이길호, 유지석
장정욱, 황현호, 김나연, 문승태

협력파트너 : DMZ 생태탐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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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실천이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눈에 띄는 큰 활동을 통

우리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

해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보니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

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 공동체 사회이다. 시간적으로는 전통과 현

로 실천할 때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쉽게 실천

대가 공존하는 문화공동체이며, 공간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생활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원했다.

하는 농촌과 도시의 공동체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임진각과 통일전망대를 지척에 두고 있다. 또 고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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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어, 여기서 근무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

덕이고의 유네스코 동아리 <지구인> 학생들이 1년 동안 진행하였던 것은,

하는 문화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는 문화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기도

•	교내와 교외에서 연구 활동과 캠페인,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환경 문제와 세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

빈곤문제에 관해 문제를 공유하며 그 과정을 전용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탕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외국, 특히 저개발 국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	텃밭을 가꾸며 환경과 먹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

도움주기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과 평화를 주제로 이번 ‘역지사

•	유네스코 관련 게시판에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홍보물 게시하는 것.

지(易地思之)’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학생회와 연계하여 급식실 앞에서 학교 급식과 가정에서의 잔반 줄이기 캠페인
을 실시하는 것.
•	교무실에서 배출되는 이면지를 수거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봄으로써 새로
운 가치를 부여해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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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와 표어 제작

매년 DMZ 생태 탐사

덕이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환경과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인식

매년 DMZ 생태 탐사를 기획하여 동아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희망 학생들의 신

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환경과 평화의 현재

청을 받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주제는 DMZ의 동·식물을 주제로 생

문제점과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태 탐사를 실시하여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직접 포스터와 표어를 제작하여 교내 및 교외에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되었다.

하였다.

게시물을 만들어 꾸미는 활동
교내 매점 옆에 있는 유네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코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게시
물을 만들어 꾸미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게시물의 내용을 바꿔가며 게시
매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유네스코 게시판에 주제와 맞는 포스터나 동아리 내
에서 활동하는 자료들을 모아

매년 DMZ 조별 탐사

게시하여 매점을 이용하는 학

DMZ의 동물을 탐사하는 동물조와 식물을 탐사하는 식물조로 나누어 전문가 선

생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이 있

생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들으며 깊이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

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매

었다.

달 게시물의 내용을 바꿔가며
다른 내용으로 게시하였다.

텃밭 가꾸기
학교 운동장 한 켠에 텃밭을 마련하여 1학기에는 5월 중순쯤 감자를 심어 텃밭
물주기 일지를 작성하며 물을
주고 관리하여 7월쯤 감자를
수확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을 수확하여 동아리 학생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드릴
수 있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지속적인 활동
텃밭 수확

환경을 주제로 한 지속적인 활동을 고민하던 중 매일 매일 교무실에서 배출되

1학기에 감자를 심어 수확한 다음 2학기에는 배추 모종을 사서 약 80여 포기의

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면지를 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배추를 심었는데, 하루가 다르

아리 학생들이 매주 당번을

게 쑥쑥 자라더니 어느새 김

정하여 교무실에서 배출되는

장을 해도 될 정도의 탐스러

이면지를 수거하여 이를 미술

운 배추로 자라게 되었다.

동아리 학생들과 연합하여 연
습장으로 만드는 활동을 계획
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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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올해 처음 4권역에 속한 다른 학교들과 함께 연합하여 활동 발표회를 하였는데,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그 때 참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양시에 있는 4개의 고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다. 동아리에서 레인보

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 선생님들이 모여 그간 활동하였던 내용들을 발표

우 프로젝트 중 환경, 즉 물 절약 캠페인이나 에너지 절약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었는데, 발표회 전 인권을 주제로 들었던 강의 또한 매우 유익한 내용

예전에는 물을 아껴 쓰지 않던 내가 양치질을 할 때 컵에 물을 받아놓고 쓰게

이었다.

되었고 양치질을 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하는 습관도 고치게 되었다. 또한 집에서

각 학교 별로 인권 영화제를 개최하였던 모습, 선생님께서 직접 촬영하신 아프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리카 사진들을 가지고 사진전을 개최하였던 모습, 직접 동화책을 번역하고 꾸며

또한 텃밭 가꾸기를 통해 감자와 배추를 직접 심어 키우면서 하루가 다르게 자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보내는 활동 등 매우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보면

라는 작물들을 보며 보람되기도 하였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게 되었다.

서 많은 영감과 뿌듯하고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듯 전에는 환경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무시했던 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실천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과 캠페인을 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이면서 경험도 많이 해보며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었던 활동은 텃밭 가꾸기 활동이었다. 우리가 매일 먹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는 채소들을 직접 키워본다는 경험은 매우 흥미로웠고, 특히 2학기 시작하자마

그렇다고 생각한다. 한 달 전 동아리에서 파주에 있는 DMZ 생태습지에 가서 동

자 심었던 배추 모종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모습

식물을 관찰하고 쓰레기도 주우며 친구들과 환경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매우 흐뭇하고 보람되며, 먹거리의 소중함,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

나는 이렇게 작은 관심이 모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은 기회였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실천으로 옮기고 그것이 전파되어 가족 또는 주위사람
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즉 지역사회에 변화가 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환경캠페인을 통하여 집에서도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버릇을 고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도 생겼으며 가족들과 공유하면서 가족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자세히 짜고 충분히

또한 다른 학교 유네스코동아리와 함께 하였던 활동 발표회를 통해 다른 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회의를 나누어야겠다는 것이었다. 계획을 크게 짜니 나중에 활

친구들은 어떠한 활동들을 하였는지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고, 다들 너무 훌륭

동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

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 같은 유네스코 동아리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

신의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학기 초에 선배들과 친목모임을

들이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했었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 이번에 다시 모여서 선배들과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말은, 학교별로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연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

의견을 공유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게 해야 할까요?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신문이다.”
여러 사람이 돌려 보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덕이고등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욕심이다.”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
덕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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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지한 (교실에서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47
지도교사
신혜정, 고은해

학생구성원
신유진, 권서영, 한정아, 서태경, 한채윤
이소정, 정영빈, 임희연, 황서인, 박시은,
배연우, 주혜정, 최은수, 김지향, 하민서
박연주, 유형주, 심푸름, 권영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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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가족과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 환경의 중

있나요?

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주춧돌이

올해 들어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빈도수가 급증하여 하루 종일 마스크를 하

되게 하고 싶었다.

는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체육, 동아리, 기타 야외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는 등
학교 안팎에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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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면서 학교와 주변 지역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 누가 : 유네스코동아리 D-USchool

인식 부족,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를 접하게 되었다. 각 교과에서는 관련 내용

• 언제 : 4~10월

을 다루고 있지만 배운 것이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교과에

• 어디서 : 교내 및 생물권보전지역(고창)

서 배운 것과 교내·외에서 발견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실천에 옮길

• 무엇을 :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 생활 속 실천방안 확산

수 있도록 조사·연구 활동과 탐방활동에 이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캠페인

• 어떻게 : 조사·연구 활동, 탐방활동, 캠페인 활동,

을 전개하고자 했다.

• 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정착
• 누구와 함께 : 세계시민동아리(코스모폴리탄)·학생회+전교생·교직원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모든 일의 시작은 ‘문제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곤란을 겪으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풍족한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자원이 결국 나와 우리, 지
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라는 인식을 못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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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기후변화 인식개선 캠페인

생물권보전지역(고창) 탐방

지난 4월, 2주에 걸쳐 교내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 핵심 내용

5월 27일 유네스코가 지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고창 지역 중 선

중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운산 일대와 고인돌 유적지, 람사르협약 구역인 운곡습지를 탐방하였다. 기후변

전개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포스터 전시와 퀴즈풀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화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지구 생태계 보존의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사전 조사

관심을 집중시키고 환경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였다.

와 사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환경의 가치와 보존 노력을

제작한 판넬을 전시·홍보하고 한쪽에서는 관련 내용으로 퀴즈풀이 행사를 진

학습한 뜻깊은 경험이었다.

행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기후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인
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우리의
작은 힘이 보탬이 되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제작한 판넬을 학교 건물 내에 전시·홍보했다. 학생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층
계참을 이용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고,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기획했다.

재한몽골학교 후원금 모금
지난 9월, 기후변화 캠페인, 생물권보전지역 탐방과 연계한 재한몽골학교 후원
금 모금활동을 전개한 후 학교를 방문,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
졌다. 특히 학교 축제 기간 중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마이보틀(my bottle)을
판매하고 그 기부금을 함께 전달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재한몽골학교의 역사와 특징, 학교시설물을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안내해
주셨다. 학생들의 수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옥상에서 버섯을 키
워 학교 운영에 사용한다는 자급자족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도시농업이 이미
일반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우
리학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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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생각한다. 또한 캠페인 및 후원금 모금활동을 교정 밖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1년간 유네스코 동아리를 통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참여하며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학기 초에는 교내 기후변화 캠페인을 준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기후변화에 대해 조사·탐구해보며 깊이 있는 정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보를 얻을 수 있었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끝난 뒤에도 어떻게 하면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더 살기 좋은 사회, 세계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

기후 변화 캠페인과 생물권 보전 지역 탐방, 그리고 재한 몽골 학교 모금활동

리에게 가까이 있는 학교나 사회, 넓게 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등으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순조로운 성공과 어려움을 모두 느낄 수 있

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

었다. 단순 판넬 캠페인에서 마이보틀(my bottle) 모금, 그리고 모금액 전달까지

하였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동안 내가 지구촌 공동체의 한 사람이

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던 모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행동과 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해 볼 수 있었다. 세계를

보틀 모금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을 모았다는 점에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성공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모금액을 전달하러 직접 몽골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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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가서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는 재한 몽골학생들을 만나 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척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반면 기후 변화 캠페인을 위해 직접 제작한 판넬을 교내 곳곳에 전시한 활동에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구촌 문제에 대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서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그 판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았다는 점에서

의 인식도 변화되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구촌 공동체의 한

아쉬움이 남는다. 전시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지 못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심시간에 직접 판넬을 들고 서서 캠페인

알렸다고 생각한다.

을 진행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실천하였다.

한 가지 사례로는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한몽골
학교의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보틀(bottle)을 직접 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문·제작하여 판매하였다. 먼저 몽골학교에 대해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선생님들도 다량의 보틀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구매해 주셔서 모금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완할 점은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지고 생활 속에서 캠페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라 생각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한다. 캠페인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판넬 전시와 더불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

게 해야 할까요?

아리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에 나서고 간단한 퀴즈와 상품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우선 기후변화 캠페인과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은 우리 학교 단독으로 진행하였

하였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앞선 활동과 연계된 프로젝트인 재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활동 등과 연계하여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

몽골학교 후원금 모금 활동(캠페인+마이 보틀 판매)을 전개하여 모은 후원금을

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를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재한몽골학교는 같은 관내에 위치하는 학교로 특

유네스코의 여러 프로젝트가 더욱 발전되기 위하여 활동이 단순히 교내에서 그

히 이번 방문에서는 학생회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 의미 깊었다.

치지 않고 다른 학교와의 교류, 지역사회와의 교류 그리고 그에서 좀 더 나아

교장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학교의 역사와 속사정을 알게 되었고

가 해외 다른 국가의 단체나 학교와의 교류 등으로 좀 더 폭넓은 활동이 이루어

학교 시설을 돌아보며 외국인 학교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이웃인 그들과 소통하

졌으면 한다.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구호가 있다.

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뜻깊은 교류를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례화 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여기서 Act Locally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만남을 갖고, 서로의 행사를 축하, 기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학교에 부탁드린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의 외교관이다.”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한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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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

있나요?

다. 북한말 사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멀어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방

작년도 유네스코학교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점은 유네스코 동아리의 핵심 주

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역시 모색해 보았다. 올해는 ‘세계인 어울림

제인 평화, 자유, 정의, 인권, 환경 보호는 너무 거창하고 생소한 것이 아니

한마당’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전통 및 현대 놀이 문화를 알리면서 문화 간의 이해

라 내 주변, 내 삶,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을 조금만 되돌아 보면 실천할 수 있

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도 마련해 보았다.

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었다. 올해 ‘환경’을 주제로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우리 인권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서, 우선 ‘대전인권체험관’을 방문하여 인권에 대

는 ‘학교 화단 및 텃밭 가꾸기’와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 보호 캠페인이

한 강의를 듣고, 인권 관련한 여러 체험활동을 하면서 인권 문제를 몸으로 깊이

다. 흙을 일궈 꽃을 심고, 방울 토마토를 재배하는 ‘학교 화단 및 텃밭 가꾸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였다. 작년도 9월 ‘2016 우리 학용품 나누어 써요’

기’ 활동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

행사는 학용품이 없어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교 인근 지역 거

기 위해 환경 보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내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모아 전달한 행사로서 ‘모두가 행복

‘환경 보호 캠페인’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역

할 수 있는 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올해 역시

설하고,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피면 삶과 세상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학용품 나누어 써요’ 행사를 진행한 후,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 월평동에 거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실천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운동이다.

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선물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변화와 실천 의지를

우리가 평화 프로젝트로 설정한 ‘남과 북을 넘어선 우리’ 프로젝트는 북한

가지면 따뜻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

과의 대치 국면이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을 작년도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작년 활동을 경험삼아가면서, 내 주변, 내 이웃,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

내 학교의 평화 지킴이, 인권 지킴이, 환경 지킴이, 정의 지킴이가 될 것으로 다짐

이다. 대전새터민지원센타와 연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 현 상황을 파악

해 본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교 화단 및 텃밭 가꾸기

평화, 자유, 정의, 인권, 환경 보호는 너무 거창하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유네스코 동아리와 교내 푸르미 동아리 연합 활동으로서 4월부터 연중 상시 활

변, 내 삶,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을 조금만 되돌아 보고 변화와 실천 의지만 있다

동으로 진행되었다. 땅을 갈고 돌을 골라서 꽃들과 방울 토마토가 잘 자랄 수

면 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

있는 환경을 만들고, 꽃 모종 및 각종 씨들을 심고 뿌렸다. 이 활동들을 통해 자

다. 평화, 인권, 환경의 일련의 캠페인들을 통해 우리들의 의식이 고양됨은 물론

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아름다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 지킴이로서의 의지

이거니와, ‘나도 함께 하고 싶다’는 동참의식을 갖게 하여 더 많은 환경, 인권, 평

를 키울 수 있었다.

화 지킴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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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학교 화단 및 텃밭 가꾸기>
• 주관 : 유네스코 동아리와 푸르미 동아리 연합 활동
• 시기 : 4월부터 연중 상시 활동
• 화단 및 텃밭 가꾸기 : 계절별 꽃과 열매 가꾸기
•	목적 :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아름다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키우
는 환경 지킴이 활동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 보호 캠페인 >
• 주관 : 유네스코 동아리
• 시기 : 6월
•	방법 :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시물을 교내 곳곳에 부착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나무를 제작하여, ‘나의 실천’ 포스트잇을 달아 나무를 풍
성히 완성
<남과 북을 넘어선 우리 프로젝트>
• 주관 : 유네스코와 대전새터민지원센터 협력 사업
• 시기 : 4월 활동
•	활동 : 대전새터민지원센터 대표와 대화하는 시간 갖기, 북한말 사전 제작, 남
과 북 대립을 넘어선 평화 실천 프로젝트 공모 등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참가>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 보호 캠페인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리 주
변을 조금만 살피면 삶과 세상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 주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국제교류센타

전하고 싶었다. 유네스코 동아리 주관으로 6월에 진행하였으며 환경 보호를 위

• 시기 : 10월

한 실천 나무를 제작하여, ‘나의 실천’ 포스트잇을 달아 나무를 풍성히 완성해

• 방법 : 우리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소개하면서 세계 각 문화를 이해하고자 함

보는 등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봉숭아 물들이기, 달고나 만들기 체험 행사 진행)
<인권을 머리로, 몸으로 이해해 보자>
• 주관 : 유네스코 동아리
• 장소 : 대전인권체험관
• 내용 : 대전인권체험관에 방문하여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인권 관련한 여
러 체험활동을 하면서 인권 문제를 몸으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였다.
<2017 우리 학용품 나누어 써요>
• 주관 : 유네스코 동아리
• 시기 : 12월
•	방법 : 교직원, 전교생 대상 월평동 거주 저소득층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나누
어줄 학용품 모은 후,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 아이들에게 설날 선물 형
태로 포장되어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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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을 넘어선 우리 프로젝트

인권을 머리로, 몸으로 이해해 보자

북한과의 대치 국면이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인권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우선 대전 소재 ‘대전인권체험관’을 방문하여, 인권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 의식에서 이 프로젝트

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인권 관련한 여러 체험활동을 해보면서 인권 문제를 머

를 진행하였다. 대전새터민지원센타와 연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 현 상황을

리와 몸으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후속 활동으로서, 학교에서

파악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표어 만들기’도 진행하여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보았다.

자 하였다. 북한말 사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멀어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2017 우리 학용품 나누어 써요
작년도 9월 ‘2016 우리 학용품 나누어 써요’ 행사는 학용품이 없어 정서적, 심리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참가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교 인근 지역 거주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들에

‘제9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고 세계 각 국의 문

게 학용품을 모아 전달한 행사로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생각하고 실

화 역시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리 화단에서 직접 가꾼 봉숭아 꽃잎으

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올해는 12월에 ‘학용품 나누어 써요’ 행사를

로 봉숭아물을 들여주고, 외국인들에게 봉숭아물 들이기의 유래도 설명해 주었

진행한 후,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 월평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다. 봉숭아 꽃씨도 나누어 주었다.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행사는 한국인과 외국

게 설 선물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

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던 활동이었다. 분주한 하루였지만 우리의 전통 및 현

의 실현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 놀이 문화를 알리면서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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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행동하는 것은 세계 민주 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민으로서 훈련되어야 할 자세이다. 내년도에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직접 거리

유네스코 동아리의 핵심 주제인 평화, 자유, 정의, 인권, 환경 보호는 너무 거창

에 나가보는 프로젝트를 여러 번 가져볼 생각이다.

하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삶,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을 조금만 되돌
아 보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와 실천 의지만 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면 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다. 평화, 인권,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환경의 일련의 캠페인들을 통해 나의 의식이 고양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함께 하고 싶다’는 동참의식을 갖게 하여 더 많은 환경, 인권, 평화 지킴이가 나

바쁜 고등학교 생활 중에 매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올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함께 모여 논의하고,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만큼, 한번 모였을 때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위해 매우 집중하고 집약적으로 활동했다. SNS 상에서도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바쁘고 긴박하게 활

평화, 인권, 환경의 주제를 말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나와 동떨어진

동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을 하나 하나씩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는

거대한 주제라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가까운 삶의 문제들

더욱 보람이 컸다.

이며 지금이라도 변화의 실천 의지를 갖고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듯 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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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아직도 인권, 환경, 평화 등의 주제를 너무 거창한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의 삶

게 해야 할까요?

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연계 프로젝트도 있기는 있었으나, 다른 학교 혹은 지역 사회와 좀 더 소통하는

나와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제들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다른 학교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고, 협

이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동을 통해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서 우리들의 주제를 더 효율적으로 알리고 소

것들부터 시행해 나갔으면 한다.

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들 내에서만 머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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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10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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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장서영, 최서영, 한민솔, 김예림, 임지호
김세은, 김하영, 오지연, 이유미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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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있나요?

찾아보고자 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이

빈부격차의 원인과 저소득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법을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지

찾아 실천한다.

금 인권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점점 외국과 얽혀 개방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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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융합적인 문화는 자칫하면 고유한 자국의 문화까지도 없애버릴

• 교내 인권 페스티발 개최

염려가 있다.

•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불어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큰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물품 제작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학교를 비롯한 우리 지역

• 학생들에게 유인물 배포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조사하고, 교내 희망자들이 그

우리 지역사회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경제 자립도 또한 낮다. 이런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라의 입장이 되어 국제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내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
• 우리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의 로고를 만듦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이주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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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조원 각자가 관심 있는 주제로 기사, 영상, 칼럼, 소설, 보고서
등 산출물을 제작하여 일정한 주기로 학교 게시판에 게시

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했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우리의 인권 감

미세먼지의 원인, 미세먼지의 심각성(위험성), 타국가와의 비교, 부의 정책,

수성도 향상시키고자 했다.

해결방안에 관련된 벽보 만든 후 게시해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 마스크를

‘우리나라의 문화와 외국문화와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게

상품으로 제공함

무의식적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태도 대신 주체적인 분별력을

•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자원봉사

갖출 수 있게 한다.

•	기부활동

전교생에게 유네스코 활동 소개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안산으로 가서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했다.

유네스코 동아리가 생긴지 4년째이지만 아직 학생들은 유네스코학교가 무엇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있는 메모지를 제작, 사람들에게

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인 만큼, ‘유네스코적 활

나누어주었다. 전교생을 대상

동ʼ이 동아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동아리가 아닌 다른 학

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퀴

생들과도 함께 하려면 먼저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는 것, 관련

즈를 내고 이주노동자의 인

실천 사례 등을 알려주어야 했다. 그래서 학년 초, 전교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권이 탄압받는 사례를 제시

‘유네스코학교ʼ의 개념,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사례들

하여 학생들이 이주노동자

을 소개했다.

의 존재를 알고 그들의 어려
운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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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책자도
만들어 안산 시민들과 학교
에 배부하였다.

가온누리-경제정의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자 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
는 기부를 위한 벼룩시장에 참가하여 물품을 기부하고, 다른 학생들도 손쉽게

레인보우 프로젝트 공모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리 물품을 걷어서 해당 행사에 기증하였다.

동아리원끼리만 진행하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올해부터는 공모전 형식으로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교생에게 공개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함께 활동해 나가고자 했다. 유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과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게임

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지원서와 동일한 형식을 나누어주고,

등을 통해 친해지면서 상담도 해 주고, 필요한 학습을 도와주었다.

작성해 온 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그 중 가장 공익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
획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두 팀을 선정했다. 한 팀은 ‘경제정의’를 내세우는 ‘가
온누리’, 또 한 팀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주제로 한 ‘우리가 남이가’였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세계화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로고를 한국적으로 디자인했다.
UNESCO 글자를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칠해 태극문양의 느낌을 살렸으며, 한옥
의 지붕을 로고 위에 장식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나게 했다. 또한 글자 주변
의 꽃의 색깔인 노랑과 분홍은 무궁화를 따 왔다. 마지막으로 글자 밑의 계단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향상심을 담았다. 관련된 주제의
활동을 할 때 이를 대표하는 로고로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동아리를
나타내는 상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을 만들어 게시했
다. 학생들이 관심있는 내용을 다루고 싶어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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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으며, 타국의 문화요소와의 비교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려고 하는 친구도

접하는 외국인들 이야기, 북핵문제,

있었다. 공부한 내용은 보고서, 이미지, PPT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위안부’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어낸 ‘직지심체요절’ 축제, 전주한지 문화축제, 해녀축제를

합의에 대한 반발, 구글맵 데이터 찬

소개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국제적인 관심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

반투표 등이 내용으로 선정되었다.

다. 또한 ‘영웅’의 존재가 각 나라의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에 대

진 친구는 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더욱 흥미를 높였다. 또한, ‘한식의

한 내용의 경우 한국문화가 다양한

세계화’라는 주제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식이나, 일명 ‘퓨전 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이

식’처럼 한식의 모습을 살짝 바꾸어 세계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

해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례를 조사하였다.

상대의 문화 역시 존중해야 함을 일
깨우려고 했다.

환경과 인권

북핵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나라 사

1.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기

이의 관계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

몸 속에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아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개념

게 구성했으며, ‘위안부’ 합의를 반대

부터 원인, 위험성을 알아보았다. 그 후 타국가의 문제해결사례와 우리나라 정

하는 단체의 의견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사안의 부당함을 생각해 보도록

부의 정책,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생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벽보를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구글 맵 데이터 반출 찬반 투표결과를 소개했는

제작하였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사회 평화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미

데, 학생들의 반대가 조금 더 우세했다. 다만 앞으로는 국경이 없어지는 4차 산

세먼지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퀴즈

업시대가 온다는 것을 감안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언

를 맞춘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참

급해 주었다.

여도를 높였다. 학자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 더 깊

이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려줄 수 있었

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매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만큼, 많은 친

다. 또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 즉 ‘세계시민으

구들도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로서의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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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서도 여러 활동을 했다. ‘한국과 세계’를 테마로, 뒤쪽에는 세계지도를 그

2. 인권 페스티발

려 붙이고 학생들에게 손도장을 찍게 했다. 이때 왜 이 부분에 찍으려고 하는지

인권 페스티벌을 열어 교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인권 사각지

를 묻고, 해당 지역에 대해 알려주거나 특별히 관심이 가는 지역에 찍게 유도함

대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으로써 세계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했다. 또한 한국 지도 위에 풍선을 붙여 다

인권 포토카드를 보고 각각의 사진이 어떤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맞추어 보는

트처럼 터뜨리게 하고, 풍선이 붙어 있던 지역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내고, 역사

게임을 하였고, 눈을 가리고 직접 걸어 시각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경험해 보기

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부채와 탈을 준

도 하였다. 또한 인권 OX퀴즈를 하여 자신의 인권에 대한 지식을 확인해 보았

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를 꾸미게 했다. 문화적 전통에 개인의 개성을 더하

다. 세 가지 활동을 모두 마치면 각각 도장을 찍어 세 개의 도장을 모두 모으면

는 과정은, 분명 학생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간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시각장애인 체험의

세계화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개인적인 연구를 더 진행했다. 문화에

경우 안대를 한 채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그 길지 않은 거리를 학

대한 관점을 더욱 풍부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생들이 매우 힘들게 걸었다. 시각장애인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시간이 되

전통문화를 어떻게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

었기를 바란다.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여러 사람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다른 학교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고, 학생들도 그런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프
로젝트를 기획할 때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잃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잘 메꾸어 활동하여 협동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	다른 사람 또는 사회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인권 페스티발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지만 기대 이상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으로 잘 끝나서 기뻤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 활동에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린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	우리가 캠페인하거나 활동했던 주제들(환경, 이주노동자 인권 등)에 대한 친
구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	그 전에는 우리학교가 유네스코학교임에도 유네스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	학년 초에 짰던 계획을 계속 끌고가는 것이 어려웠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
기 때문이었다.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짜고, 만약 지키기 어려워질 때에는 선
생님과 의논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학생이 많았는데, 조금씩 개념이 잡혀가는 것 같다.
•	유네스코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학급별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	구청이나 청소년 수련원 같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합하는 활동을 기획할 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구청에서 운영하는 ESD 프로그램에 지역구 학생들이 참여하여 강의를 듣
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몽골에서 환경 캠페인(나무심기 등)을 진행하
고 있다.

있으면 좋겠다.
•	유네스코학교로서의 활동이 동아리뿐 아니라 학급에까지 확장된 것이 올해
의 수확인데, 이 흐름이 유지되고 나중에는 수업이나 다른 영역에까지 유네
스코적인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	학교끼리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	서울지역 유네스코학교 협동 워크숍에 참여하여 교류하고, 다른 학교들은 어
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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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국제고등학교

LET CHILDREN ILLUMINE THE WORLD!
학교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27
지도교사
이지연

학생구성원
최미성, 한효주, 김민서, 강민주, 신은지, 권상아
신채원, 정지우, 최서윤, 정다인, 권정미, 김도연
김세은, 박시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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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내 타 동아리와 연계하는 활동을 기획하여 전교생의 유네스코 가치 실현

있나요?

에 기여하였다. 다문화가정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의 다문

D’UNIVERS는 대부분의 관심이 인권과 환경 등의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추구

화 인식은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여 다양한 캠

하는 이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D’UNIVERS가 추진했던 프로젝트는

페인 및 그림 전시회를 전개함으로써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모두가 행복한 세계에 중점을 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 과정에서 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

드레이징을 통해 교내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빈곤국가의 후원 필요성을 알리며

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열띤 토의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보고자 하는 문

세계시민의식의 의미를 다졌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4명의 청소년들이 하는 작은

제로 ‘인권침해와 사회정의, 지역문화재 보호’ 등을 주제로 삼아 프로젝트를

행동이지만 이 행동 하나로 단 한명이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진행하였다. 위 주제는 현재 우리 생활과도 밀접히 연결되지만 사회적 이슈

나아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성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

가 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못한 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

음을 갖게 되었다.

었다. 따라서 D’UNIVERS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권을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교내 동아리들과 연계하여 문화재보호 캠페인 및 펀드레이징을 실시하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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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로 범

1. 문제제기

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D’UNIVERS의 주된 관심사뿐만 아니

•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협의회

라 유네스코 이념을 학교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내 동아리와 연계하여 세

• 타 동아리와 연계한 유네스코 가치 실현 활동

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실행 :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 방향 수립 및 구체적 실행 계획 정리
•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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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인권 캠페인 실시

D’UNIVERS는 교내 및 교외에서 인권캠페인을 진행해 인권 등의 실태 및 문

• 타 동아리 연계 그림 전시회 및 문화재 캠페인 활동 전개(인권보호활동)

• 아동인권동화책 발간

제점을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인권보호 및 동화책 발간을 위한 펀드레이징

소년법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

동화책을 기획·출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들에 관해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4월

최근 아동학대, 납치 등의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이를

28일, ‘소년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에 관련하

방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Let children illumine the world’로 설정하였

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펼치며 마지막으로 동아리 부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 이를 통해 D'UNIVERS는 7월 28일,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토의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다가 이에 대한 동화책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낯선

서 동아리 부원들은 소년법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로 계획하였다. 아동 납치율이 높은 인도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학교 가는 길에 위험한 요소를 주제로 동화책을 기획하여 최종
출판을 앞두고 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난민에 관련된 지식 습득
동아리 활동 중,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화이트 헬멧의 구조 활동
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감상한 후, 시리아 난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후,
전교생들에게 이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싶어 7월 4일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
하였다. 이는 난민에 관한 약 5문제로 구성된 퀴즈를 맞추는 활동이다. 이는 오
답을 말할 때마다 신문지를 1/2로 계속 접어나가면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
아리 부원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난민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339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평가하기 ]
교내 그림 전시회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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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인권동화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D’UNIVERS는 교내 미술 동아리와 연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하여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을 주제로 교내 그림 전시회를 기획하였

D’UNIVERS가 1년 동안 중점을 두었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난민문제와 인

다. D’UNIVERS와 Defol이 함께 협의하여 11월 3일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와

권신장이다. 우선 난민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먼 타

경제정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동아리 연계활동을 통해 그림으로

국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왔던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사회문제를 알리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계기였다.

되었다. 세계 난민 문제가 단순히 어떤 한 국가나 국제기구가 짊어져야 할 과제
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생
각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또한 난민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공감능력을
키우고 이와 관련된 제도, 국제기구 등 여러 상식을 배우게 되었다. 두 번째로
인권에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단순하고 모호하게만 생각했던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인도 아동을 위한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인도 어
린이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했고 동화책의 기획에서부터 줄
거리 작성, 원고 완성, 펀드레이징까지 모든 과정을 D’UNIVERS가 스스로 진행
하는 과정에서 아동 인권과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
해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이런 두 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에 관한 뉴스 기사들
을 접할 때 편견 없이 더욱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전보다 그런 뉴스 기사나 잡지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는 습관

아동인권동화 출판을 계획, 진행

을 갖게 되었다.

D’UNIVERS는 지금까지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아동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인식
을 증진하기 위한 아동인권동화 출판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출판에 필요한 기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금을 마련하고 더 많은 친구들에게 동화책을 전달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교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금마련 펀드레이징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선 동아리 부원들의 공통된 변화는 비판적 시선을 얻었다는 것이다. 레인보
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른 문화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
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국제 사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갖
게 되었다. 이런 태도로 교내 난민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도 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전달하였다. D’
UNIVERS 부원 모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유네스코에 대해, 그리고 세
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웠다. 우리 동아리의 부원뿐
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께도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많은 관심을 촉구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쉽게도 다른 학교와는 연합하
는 활동은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에서 교내 미술 동아
리 Defol과 연합하여 인도 어린이를 위한 안전관련 동화책 제작을 진행 중에 있
다. 또한 교내 수업교류 동아리 Connecting Classroom의 인도 화상수업교류
에 참여하여 동화책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교육환경을 간접적으로
나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에도 많은 영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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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장 필요한 것은 경청과 그들의 관심이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기 위해 많은 홍보를 진행할 것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1년 계획의 기본 틀
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1년간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통해 느낀 것은 유네스코 동아리와 유네스코학교 간의 유대가 부족하다는 점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 우리 동아리에서만 국한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유네스코 동아리 간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더욱

1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의 의견을 한 곳으로 수렴하는 데 첫 번째로 어려움

더 큰 효과와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 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학생들이 모였다는 D’UNIVERS의 단점을

된다. 위원회 측에서 연합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제공해주

장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회의를 통해 여러 의견을 받고 민주적인 방법

신다면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을 통해 최선의 안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세계시민 프로젝트라는 공동의 목적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제 사회 문제에 대한 완벽

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맞추고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어려움을 극

한 해결책이 아닌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교육

복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동아리 부원 상호 간의 서로 다른

이나 의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유네스코의 이념에 관련된 교육을 받

의견을 경청하고,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태도를 지향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짝선배-짝후배’ 시스템 등을 통해 항상 부원들끼리

받고 나서 배운 점들을 학교 친구들과 지역 사회와 공유한다면 더욱 더 큰 시너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

바쁜 학교생활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며 돈독한 동아리 부원과의

고 싶고 캠페인이나 모금 활동 같은 단기적 활동뿐만 아니라 D’UNIVERS가 추

관계를 만들어 나갔고, 이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프로젝트를 진

구하는 이념과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범지구적 가치를 추

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

구하는 진정한 유네스코 동아리로 거듭날 수 있었다.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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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또한 이를 위한 ‘펀드레이징’ 사업을 교내와 교외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기둥이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세계를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다.
동탄국제고등학교 박시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열린문이다.”
다른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존중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탄국제고등학교 신채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형광펜이다.”
항상 잊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새겨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탄국제고등학교 권정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문제집이다.”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동탄국제고등학교 김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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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고등학교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어울리는
쿠키 앤 크림
학교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69
지도교사
정은화

학생구성원
서준석, 박서영, 박예진, 임고은, 강다윤, 김나현
김혜정, 임채리, 장희정, 위국현, 임예주, 최우진
정영진, 정다희, 정윤지, 정대원, 구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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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림’이 아닌 ‘다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우리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인데 마석 가구공단이 있다. 그리고 공

• 인식의 개선을 통해 ‘화합’의 장을 이루기

단 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학

• ‘나’와 ‘너’의 개선으로 ‘우리’의 지역적 확대 및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생이 많다. 따라서 우리 동아리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다문화 지역에서
인식적 개선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다문화와 인권을 선택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틀림’이 아닌 ‘다름’의 관점을 인지하고
다문화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마치 쿠키앤 크림처럼 잘 어울려 ‘화합’
의 색깔을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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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프로젝트 회의

재미있게! 접근하라!

지역사회의 특징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리 지역은 다문화

우리 프로그램은 지루하고 딱

가정이 많다는 점, 그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딱하게 전달하기 보다는 학생

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식의 개선을 통해

들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전달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우리’라는 이름으로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관점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그

에서 ‘쿠키앤크림’이라는 프로젝트 명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다.

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회의를
진행하고, ‘아우인행 프로젝
트’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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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설문조사를 통해 생각 알아보기
다문화 인권의식 개선을위해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을 작성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다문화
와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이를 위해 동아리원들끼리 학교 학생들의 의식
및 인식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첫걸음, 유네스코를 아시나요?
우선 유네스코의 기본 이념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의
주제인 ‘인권’과 ‘다문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등하교 시간을 이용하
여 직접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정보전달을 위해 힘썼다.

UCC를 통해 쏙! 쏙!
아우인형 프로젝트 및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UCC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 구성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나’와 ‘너’는 틀
림의 관점이 아니라 ‘다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쿠키앤크림’처럼
‘하나’가 되어 ‘화합’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UCC를 촬영하였고,
학교 선생님도 참여해주셔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첨단시설을 활용한 정보제공
우리 학교는 복도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복텔(마이 복도 텔
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삼오오 모여서 학생들은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곤 한다. 따라서 우리
동아리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마복텔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학교를 알리고, 특히 프로젝트
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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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우리들의 작은 손길로 사랑 전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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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를 제작하며 ‘아우인형 만들기’ 프로젝트를 동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시에 진행하였다. 수작업으로 하는 일이 많아 힘이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우리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다고 생각한

들었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으며, 방법

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사회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부는 먼 곳

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다문화 사회가 처한

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면 된

현실 등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 학교

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UCC를 만들며 자연스레 다문화 사회에
서 살아가는 해당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보기도 하는 등 다문화 가정 학생들, 다
문화 사회의 현실이 처한 문제점 등 우리 사회 속 또다른 사회의 간과한 모습을

우리들의 작은 손길로 사랑 전하기 2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아우인형을 직접 만들어준 전교생, 그리고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판매하며 기
부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모든 취지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름’이 아닌 ‘차별’을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받는 지역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우리들의 생각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람을 성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다든가, 경제적 기반
을 형성시킨다든가 하는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유네스코의 기본 이념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점도 있고, 마석고 유네스코 동
아리가 지역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이 거대한 조직으로서는 미흡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동아리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인식 개선에
참여하게 되었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많은 점을 배
울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손길이어지만 등하교 시간, 동아리 시간 등 많
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잠깐씩이라도 캠페인을 접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날개짓이 바람으로 다가갔을 때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까한다. ‘나’의 변화가 ‘너’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우리’가 변하면 지역이 변하고, 여러 지역의 변화가 결국 세계 공동체로 변화하
는 날을 기대해본다.

아름다운 이름,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그것을 직접 준비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는 과정에서 조금은 힘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경험이 되어 내 인생의 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딤돌이 될 거라 믿으며, 비록 작은 날개짓이었지만, 나의 날개짓이 큰 바람이 되

게 해야 할까요?

어 변화를 이룰것이라 믿으며 감사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부

활동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된 프로젝트를 통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 같

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설문조사도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캠페인 또

아 보람차다.

한 학교 내부에서 했으며 포스터 제작 후 붙이는 장소도 학교 게시판과 마복
텔(마석 복도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이 과정에서 교내로 방문하시는 학부모
님들, 관계자들, 고등학교 탐방을 위한 중학생들이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참
여하셨다. 다음 활동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홍보 및 활동 참여를
이끌고 싶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은 캠페인을 기
획하는 것이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까지 ‘유네스코’의 기본이념은 너무 추
상적으로 다가왔고, 추상적인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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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아리는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많은 주제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다문

해 정보를 수집하고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

화사회의 인식 개선은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이 반영된 것이며,

고, 설문지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름’의 전제하에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인권과 관련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있으며, 이러한 인식 개선을 통해 세계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기에 세계화는 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등 분류된 여러 주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관련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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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주제를 개별적만 바라보기 보다는 전체적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관점에서 연관된 주제로 바라보고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제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나누는 것보다

다면, 즉 큰 주제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라면 다양한 캠페인과 다양한 활

하나의 주제 속에서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을 통합적 관점으로 연계지어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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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유네스코 동아리를 했던 선배가 없어 방향 설정 및 방
법 선택 또한 필요한 점이었다. 하지만 다른 학교의 자료 및 다양한 매체를 통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계단이다.”
세계시민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나도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석고등학교 서준석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침반이다.”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나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속도보다 방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기 때문이다.
마석고등학교 위국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연필깎기이다.”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시간 속에서
세상의 부정적인 요소는 버리고 연필 심지 같은 결과물을 통해 세상을 개선하며
글씨라는 흔적을 만들어 긍정적인 의미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마석고등학교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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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고등학교

All for One, One for All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380
지도교사
이승진

학생구성원
홍근찬, 박진수, 최민기, 정가빈, 김정환, 안원기
배수민, 이선우, 김용현, 최정민, 조현진, 문준서
이상모, 안대형, 이중호, 이예찬, 장성훈, 김예성
권범준, 박태민, 김관유

협력파트너 : 대전 국제교류센터, 대전복수고등학교
대만명덕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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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프로젝트 보고서 책을 참고해 식목일에 나무심기, 물절약 스티커를 직

학교문화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 저하, 학교에 대한 자긍심 부족, 사

접 만들어 화장실과 음수대에 붙이기, 친환경 모기 퇴치 팔찌를 제작해서 수익금

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풍토 등을 문제로 꼽았으며, 학교환경적

기부하기, 이면지 수거함 만들기, 잔반줄이기 캠페인 활동하기, 분리수거 캠페인

측면으로는 다수의 고경력 교사들과의 세대차이, 학교시설의 노후화, 지역사

활동하기, 학교인근 환경정화활동 하기, 학교인근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하기, 우

회(타학교 등)와의 교류 부족 등을 문제로 생각했으며, 학생들의 의식적인 측

리지역의 유네스코문화유산 견학하기, 우리지역 여행지도 만들기, 인권영화를 감

면에서는 물절약 의식 부족, 남겨지는 급식잔반에 대한 무감각, 분리수거 의

상하고 느낀점 나누기, 체육대회일에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수익금 기부하기, 축제

식부족, 선생님들과의 소통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일에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불우한 교우를 위해 수익금 기부하기, 유네스
코 정신을 알리는 책갈피 만들어서 친구에게 나눠주기 등을 계획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유네스코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문화, 학교환경, 구성원의
의식에 대한 각 문제점을 포착하여 원인과 결과의 나무를 그려보았다. 이를
통해 각 문제의 원인과 그에 따라 생겨나는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해결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토의한 뒤 실천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
우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안팎의 삶과 추구해야 할 가
치에 대해 계속 재고하고 세계시민의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였다.

인근 공주지역 유네스코유산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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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 화분에 씨앗심기

그램을 이용해 A4용지 여러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해서 지리동아리와 함께 작은 화분에 흙을 넣어 씨앗을

장으로 우리지역 지도를 이어

심고, 아크릴물감으로 페트병을 재활용해 각자 개성있는 화분으로 꾸몄다. 정성

붙여 큰지도로 만들었다. 외지

껏 직접 만든 화분에 애착이 가고 식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느끼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지역고

시간이 되었다.

유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장
소나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생각해보고
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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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인근 공주지역 유네스코유산 답사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지리 동아리와 함께 공주의 공산성, 공주보, 충남 역사박
물관, 송산리 고분군 등을 다녀왔다. 백제의 문화유산들과 공주지역의 지리적
특징이 있는 지역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문화 음식 만들기
다문화를 좀 더 친숙하게 받
아들이기 위해 쿠키, 브라우

물절약 캠페인
세면대와, 식수대에 무분별한 물낭비를 막기 위해서 작은 포스터 형태나 그림을

니 등과 같은 여러 나라의 음

그려 스티커로 만들고 직접

식 만들어 먹기 활동을 하였

붙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

다. 또한 모둠별로 다른 음식

은 스티커가 우리가 물을 사

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는

용할 때 물의 소중함과 낭비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
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유네스코 일일찻집 운영
체육대회일에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일일 찻집을 계획하였다. 레몬에이

인근 공원 환경정화 활동

드와, 더치커피, 더치에이드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수익금 286,000원을 본교 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원에서 양심없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평소 자주 목격하여

름으로 유네스코 드림 캠페인에 기부하였다.

공원의 쓰레기를 줍기 위해 주저없이 나섰다. 열심히 쓰레기를 봉투에 담으면서
우리는 무심코라도 절대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I am Sam’ 영화 감상
장애 이해와 아동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영화 ‘I am Sam’을 시청하였다.
지적장애인도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범위에 대해 재고

우리지역 여행지도 만들기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얼마든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훌륭한 면이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지역 여행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컴퓨터 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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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있었던 분야의 활동과 관련해서 지역단체, 기관과 연락, 협력하여 더 적극적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로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었다. 우리 동아리에서만 하는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 해 동안의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참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되기 위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한

여하여 예전의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순종적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직접

교직원연수 및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우리의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함으로써 환경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력하며, 직접 음료를 제작하고 판매하여 공정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방문해 우리 선조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의 지혜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알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책갈피를 직접 제작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어 유네스코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 모두

식목일을 맞아 묘목을 구하는 것, 심는 것 외에도 심은 후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작년과 다른 능동적인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낀다.

서 행정실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취지와 의도와는 다르게
이어질 수 있는 결과적인 면도 반드시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계획해야겠다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공동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에 무리하게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고 학교 구

해 묘목대신 작은 씨앗을 페트병에 심어 키우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잘 대체할

성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더욱 힘을 얻게

수 있었다. 교외 환경정화활동도 또한 학교 밖 쓰레기를 많이 주워 모았으나 이

되고 이것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지지와

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

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전국제교류센터에서 매 주말마

이 따뜻한 마음과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뿌

다 동아리 학생들이 방문하고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였

듯함을 느낀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다. 우리 동아리는 교내 타동아리들과는 조금 다르게 모든 것을 학생들이 계획
하고 주체가 되었으며 특히 체육대회 중 실시한 ‘일일찻집’ 운영은 소비자가 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닌 판매자의 입장에서 공정무역에 대해 생소하지만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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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수익금을 유네스코학교 드림캠페인을 통해 기

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부하여 의미 있는 나눔의 가치와 즐거움을 경험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
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다. 또한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도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모든 동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리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은 어떻게

게 해야 할까요?

이끌어야 할지도 늘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온오프라

작년과는 달리 올해 대전의 다른 유네스코학교와의 교류는 적었지만 유네스

인 홍보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도하도록 더욱 노력

코학교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우리가 관심이

해야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나와 또다른 청소년 세계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상부상조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명석고등학교 최정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친구이다.”
우리가 민족, 국적이 달라도 서로 돕고,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명석고등학교 정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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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상고등학교

Dreams For Change
학교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13
지도교사
김정숙

학생구성원
박찬결, 강민지, 곽현주, 김준수, 김권영, 박유빈, 조아현
임승택, 박원빈, 정호영, 한승완, 최형준, 주해봉, 정윤이
김선준, 신은비, 양윤아, 김준서, 고민채, 김주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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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 내 : 쓰레기를 버리기보다는 쓰레기를 줍는 좋은 습관 키우기

있나요?

3) 지역 : 타인을 배려하는 공중위생의 실천과 생활화

학생들이 하루를 보내는 곳인 교실안의 정서적, 물리적 환경상태는 무심결에

4) 세계 : 철새도래지의 탐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가치보존하기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더럽고, 황폐화 되어 가지만, 모두가 익

2. 정서적 환경측면

숙해져서 개선의지가 사라지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 : 꿈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학생,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현해가는

정서적 환경으로는 매순간 다수의 학생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각양

학생, 세계시민정신을 가진 학생

각색의 얽히고설킨 학교폭력문제, 무심결에 던져진 욕설 외마디로 상처투성

1) 교실 : 3무(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왕따) 3다(사과, 용서, 격려)

이가 되어 버린 영혼들이 한데 어울려 아픔을 호소하는 언어폭력문제들이 끊

2) 학교 내 : 학생 간의 갈등과 분쟁해소로 모두가 행복학교 만들기

임없이 이어지며 이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물리적 환경을 어지럽히는

3) 지역 :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행복도시 만들기

근본원인이 된다.

4) 세계 :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으로 건강한 지구촌 만들기

물리적 환경,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버려지는 작은 쓰레기 조각들이 산더미처
럼 쌓이게 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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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본 프로젝트활동을 통하여 나의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 누가 : 목상고 유네스코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동아리가

작은 실천들이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확산되어 보다 나은 정서적, 물리

• 언제 : 4~10월까지

적 환경으로 탈바꿈을 함으로써 인류공동체의 안정된 삶터를 일구는 데 한

• 어디서 : 교내, 학교주변, 목포남항 철새서식지에서

몫을 하고자 한다.

• 무엇을 : 아이디어 프로젝트, 캠페인, 생태탐사 활동을
• 어떻게 : 넛지 프로젝트 -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으로, 넛지이론을 바탕으로 더 나

1. 물리적 환경측면

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하여 선택의 자유를 침

나 :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봉사가 일상이 된 학생

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paternalism)에 바탕하고 있다.

1) 교실 : 정돈된 물건과 깔끔한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교실환경정화, 오염된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유도.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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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 누가 : 동아리회원 + 참가희망자

반도를 경유하여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는 철새 서식지 및 이동경로 외에도 다양

• 언제 : 2017년 4월 19일

한 정보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 어디서 : 본교 영어교과실Ⅰ
• 활동내용 : 제1회 CCAP(France)
Thais강사님을 초청하여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간단한 음식체험활동을 실시한 뒤 강사님과 자유로운 개별질
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 활동소감 (2학년/김○○)
교통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도로를 따라 길게 펼쳐지는 습지에 다양한 철새가
찾아든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웠다. 평소 버스를 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스쳐 지
나가거나, 어릴 적 해양박물관, 자연사박물과, 향토회관 등을 학교행사일정에
맞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을 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머나먼 뉴질랜드
• 활동소감 (2학년/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고 해도 약 11시간은 족히 필요하다. 약 1주일 이상을 먹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수업 분위기가 좋아서 편안하게 다 같이 노는 느낌이었다.

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은 채 손바닥 크기이거나 더 작은 날개로 쉼 없이 날아

프랑스라는 나라를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 정말로 더 가보고

서 도착한 곳이 바로 목포남항 일대에 펼쳐진 갯벌이라니……. 보고도 믿기 어

싶어졌다. 치즈 종류를 다는 아니지만 많이 다양하게 즐기면서 명소, 건축물들

려운 내용을 접하고 나니 자연의 경이로움에 말문을 잃었다. 인간의 무한한 욕

을 직접 보고 싶고, 파리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여유롭게 보고 싶다는 생각

심을 채우기 위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난다. 언제

이 들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내 꿈이 사회복지관

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나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다.

련 직종이어서 다른 나라들의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부하여 한국의 실정

이를 바탕으로 작지만, 지금부터, 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에 적합한 형태로 바꾼다든지 다수의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연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깊은 사색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고리를 만들고 싶다.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CCAP프로그램을 들을 때 선생님께
그 나라의 복지는 잘 되어있는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

• 누가 : 동아리회원 + 참가희망자

에게 돌아가는 편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사회적 약자

• 언제 : 2017년 5월 10일

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등의 다양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었지만, 시

• 어디서 : 본교 영어교과실Ⅰ

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궁금증은 해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비교적 제한

• 활동내용 : ‘세계 철새의 날’ 기념활동

된 시간 내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기에, 다음에 다시 한 번 프랑스와 관련된

Adreas강사님을 초청하여 ‘세계 철새의 날’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태평양을 중

수업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심으로 펼쳐진 대륙 간의 습지를 이동하는 큰뒷부리도요 외에도 다양한 철새와

• 누가 : 동아리회원 + 참가희망자
• 언제 : 2017년 5월 5~6일
• 어디서 : 전남 목포시 남해환경사업소 일대
• 활동내용 : 철새탐조
Adreas강사님을 초청하여 목포문화예술회관과 남해환경사업소로 이어지는 습
지를 관찰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구남단에 위치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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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철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의 노력에 대하여 공부를 한
후 조별프로젝트 활동으로 연계하였다.

조별활동 결과물 - Group 2 (Task- Postcard)

• 활동소감 (2학년/이○○)
중국은 닭처럼 생겼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중국의 원래 이
름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으나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
국’이란 이름으로 바꿔졌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중국의 인
구수는 13억이지만 중국의 출산제한정책으로 인하여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람
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미호적자까지를 포함한다면 거의 14억이라니 ‘인산인해’
라는 표현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놀라움이 파도치듯 다가왔다.
다수의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 중국의 결혼식문화 소개를
받다보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실전면은 어느새 황금색 글씨와 붉은색 장식물
들로 치장되어지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교구를 활용하시면서
열심히 설명해주시는 두 분의 열정이 교구들과 어우려져 수업을 받는 우리가 어

조별활동 결과물 - Group 3
(Task- Comic Strip)

조별활동 결과물 - Group 4
(Task- Poster)

느새 중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었다.
땅덩어리가 워낙 드넓은 탓에 이동시간이 한국의 몇 배로 걸린다. 따라서 대명
절인 춘절의 기간은 약 7일에서 10일 정도란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고
향을 향해 움직이다 보면 왕래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에 일가친척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오고가는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사람들은 그리운 가족과 짧게라도 정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동의
불편함도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는 다수의 한국 사람들과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조별활동 결과물 - Group 5
(Task- Mind Map)

조별활동 결과물 - Group 6
(Task- Shape Poem)

이번 CCAP수업은 그 어느 때 수업보다 수업의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강사님들께서 중국에 대한 안내를 하시기 전에 한국의 5.18 민주화운
동이라던가 수원화성 등의 한국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셨다. 다른 나라의 문

• 누가 : 동아리회원 + 참가희망자

화를 학습하기 이전에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자국의 문화를 바로 알아야 함

• 언제 : 2017년 5월 17일

과 동시에 소중히 아끼고 보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 어디서 : 본교 영어교과실Ⅰ
• 활동내용 : 제2회 CCAP(China)

• 누가 : 동아리회원

중국인 강사님을 초청하여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물에 대하여

• 언제 : 2017년 5월 24일

알아보고 놀이문화와 중국 전통의상 입어보기 체험활동을 실시한 뒤 행운을 상

• 어디서 : 본교 영어교과실Ⅰ+ 텃밭

징하는 물고기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 활동내용 : 텃밭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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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예전 한국인 산악인이 등정해
더욱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에베레스트의 높
이는 모두 8,000미터를 넘어선다.
강사선생님께서 산에 대해 설명해주시던 중 한 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셨
다.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우
리 모두는 오답을 말했다. 우리는 모두 엄홍길 대장을 떠올렸지만 알고 보니 더
이전에 ‘김상돈’이라는 분께서 한국인 최초로 등정하셨다고 한다. 이 분께서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려오신 후 중국의 어느 산에 도전하셨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에 선생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며 “김상돈 씨를 잘 기억하세요!”라고 덧붙이셨다. 또한 김상돈 씨와
더불어 네팔에 대해 한 가지 더 기억하라고 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가 인
울밑에 선 봉선화야! 라는 노래의 상징물인 봉선화씨앗뿌리기와 학교 공터를 활

도에서 비롯된 줄 알고 있지만 부처님은 네팔의 실존인물이었다고 한다. 즉, 네

용한 고추, 토마토, 상추, 아주까리 가꾸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황무지를 비옥한

팔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

토양으로 가꾸는 활동을 통하여 미래농업의 꿈으로 연결하였다. 늦가을 수확물

와 이슬람교가 있다.

을 거두며 보람 있는 10월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약간 낯설게만 느껴졌던 네팔에 대해 점점 호기심이 생겼고,
김상돈 산악인과 네팔의 국기와 그 의미, 수도, 음식, 군대 등과 같은 네팔의 고

• 누가 : 동아리회원 + 참가희망자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네팔의 산, 강 등

• 어디서 : 본교 영어교과실Ⅰ

의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진 관광명소 이외에도 네팔의 교육, 정치, 문화이야기

• 활동내용 : 제3회 CCAP(Nepal)

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이번 수업이 마치고 난 뒤, 강사선생님들께 직접 여쭤볼

네팔강사님을 초청하여 네팔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매우 아쉬웠다. 나중에라도 이와 같이 네팔

아보고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Mini Book 제작활동을 통하여 강의내용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못 다한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

을 요약정리할 수 있었다.

질문을 하면서 서로의 국가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 활동소감 (2학년/박○○)
네팔은 민주공화국이고, 국어와 함께 영어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한
국과 비슷하다. 이 또한 다른 부분에서도 한국과 네팔의 공통점이 많다고 하셔
서 더 관심 있게 들었다. 먼저 네팔은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과 인도와 같은 나
라들로 둘러싸여 있다. 바다가 없는 대신에 여러 개의 강들을 볼 수 있다고 한
다. 네팔사람들이 ‘산’다음으로 자랑할 만큼 네팔의 강은 규모가 크고 매우 아
름답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네팔의 산을 알아보았다. 먼저, 세계에서 높은 산
Top 10을 꼽아 본다면, 1위 에베레스트부터 10위 안나푸르나까지 있다. 이 중
파키스탄의 K2와 낭가프르밧을 제외하고 모두가 네팔의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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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새롭게 배운 내용을

• 언제 : 2017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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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활동한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

게 해야 할까요?

다. 철새전문가인 Andreas 선생님과 함께 이뤄진 5월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

2017학년도 1학기 전반기에 학교와 학교를 연계하여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빠듯

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부

한 일정으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철새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

올 한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학년도에는 이웃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

간의 의한 자연생태계 파괴문제까지 연결지어 활동하다보니 나부터, 지금부터,

여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실천 가능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1. 학교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교 간 자료 및 정보 교환하기

되었다.

2. 정기적인 Off-Line 활동을 계획하여 프로젝트 활동 펼치기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을 통해서 ‘차별’과 ‘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3.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인적자원 및 단체 교섭하기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생활할

4.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지 탐사하기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게 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종차

5.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활용하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각자의 역할은 ‘다양성’을 수용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수 있는 공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프로젝트 수행 시 기대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학교 공터를 활용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한 텃밭 가꾸기 활동이다. 다행스럽게도 본교에 재직 중이신 학교 선생님들 몇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분의 도움을 받아 학교의 공터를 활용한 텃밭 가꾸기 활동이 기대 이상의 결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책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

을 맺었다. 학교 인근에 자리한 재래시장에서 채소종자와 씨앗을 구입하였다.

인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적인 경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황무지로 버려진 공터가 어느새 황금싸라기를 자랑하는 비옥한 옥토로 변해갔

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이 지녀야 할 자세와 실천행동’을 주변사람

다. 동아리를 구성한 학생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

들에게 전파하려는 ‘세계시민 전도사’가 된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학교와 가정에

의 경과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 쓰레기 분리수거, 물과 전기 아껴 쓰기,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줄이기 등 다
양한 실천 활동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마음의 순화는 언어적 표현의 순화로 연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를 항상 마음 깊게 자리하게 되었다. ‘언행일치’가 말처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럼 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주지 않기와 칭찬

2017학년도의 활동을 돌아보면 학교 전체 학생들의 관심보다는 소수 관심 있는

하기 활동을 시도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으로만 그쳤다. 2018학년도에는 좀 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중추적인 활동을 실시한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월 초부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침과 동
시에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옹달샘이다.”
옹달샘을 만드는 생성과정처럼 ‘세계시민’이라는 개념도 짧은 시간에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작고 힘없는 한 방울의 물방울들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어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이를 채워 맑고 맑은 생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목상고등학교 박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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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덕인고등학교

D.U.O (Deogin Unesco Organization)
학교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39-2
지도교사
박철훈

학생구성원
최현호, 문선제, 김경훈, 이성준
김원균, 황두환, 윤홍진, 손성민
민용훈, 문근영, 최현호, 공경주
이재훈, 정규진, 고승우,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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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세계평화와 국제사회 환경문제

• 부모님같이 소중하지만 익숙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이다. 두 번째, 우리의 무관심으로 쉽게 개선되지 않는 학교 내의 환경문제이

• 조금 귀찮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기

다. 공동행동을 하게 된 계기는 바쁜 일상속에서 사람들이 평화와 인권에 관

•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기(PPT)

련된 문제를 잊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교에서 모든 세계 시민이 유네스코의 이념을 서로 공유하고, 사랑과 나눔
배려, 관용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시키고 싶다. 또한, 교내뿐만 아
니라 학교 건물 주변의 청결에도 기여하여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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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

지역 아동센터에 교육기부를 하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가’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전하였다. 평화와 인권을 퍼뜨리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세계시민!

할 지 구성해 나갔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에 학교에
서 가장 즐거워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와 관련된 문

(꿈끼 나눔 장터)-칭찬해 듀오

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학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더욱

유네스코 정신(평화·이해·관용)을 잘지킨 학생에게 60분의 선생님들이 칭찬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다.

쿠폰 증정을 한다. 꿈끼 나눔 장터를 운영하여 쿠폰을 받은 학생에게 케밥을 지
급하는 활동을 통하여 유네스코의 정신을 더욱 기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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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티타임 설문조사&세계시민 인사 피켓 제작!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일환인 ‘선생님과의 티타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어떤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선생님과 가장 티타임을 가지고 싶은지를 알아야 해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동

이면지로 만든 연습장을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쉽게 자원을 버리지 않고 최

아리 시간이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설문조사를 해준 부원들이 고마웠다.

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지구에 부족한 천연자원을 아끼는 활동을 했다.(수익금은

세계시민 인사 LTE를 위한 피

전액 판매자 이름으로 공동 기부하였다.)

켓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
들이 만든 피켓을 참고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
올리며 활동을 진행하였다. 피
켓 활동은 우리학교 솔리언또
래상담부와 연합하여 시행하
였다.

유네스코 공동행동에 참여하다
유네스코 광주, 전남 동아리 대표들이 모여 우리사회를 바꾸기 위한 공동행동을
기획하였다. 이에 우리 동아리도 멸종동물을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다.

기부 체험 동아리 부스 운영/총 120만 원 기부
1. 바닷물 음료수
•	바다의 색깔을 만들어 300원에 판매함으로써 바닷물도 재활용 하자는 정신
을 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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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2. 리싸이클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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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한 플라스틱 병으로 볼링, 펩타이어를 공으로 활용 플라스틱병에 우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사회에 없어져야 할 요인을 붙여서 사회에 없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각

일상 속에 작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

심을 심어주는 활동을 함.

쓰게 되고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계시민 되기를 권유하였다. 우

3. 빙하 요플레
•	빙하가 녹는 모습을 콘프라이트와 요플레 등으로 나타내 판매하여 빙하가 녹
는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는 활동을 함.

리 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 예로 우리학교에 쓰레
기가 너무나도 많이 굴러다녔던 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

4. 목포유네스코 등재 투표

스로 먼저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주변 친구들

•	목포의 눈물 - 갓바위 - 바다분수 - 목포시사 중 목포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도 우리를 따라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다. 내가 세계시민으로서 한 작은 행

를 원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투표함.

동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이후로 행동 하나하나

투표결과 : 바다분수가 최종으로 결정되었다.

도 신중하게 했으며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세계시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

5. 에코백 제작

게 되었다.

•	색연필로 자기만의 에코백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비닐봉투를 사용하
지 않고 개인 에코백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로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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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륙들 슈퍼 푸드 회의 및 발표

티타임 프로젝트를 통해 급우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된 것 같다. 친구

최소의 비용으로 5대 영양소를 다 갖춘 음식을 생각해 내어 꿈끼 나눔 장터 및

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뿐 아니라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선생님과 관계를

동아리 페스티벌 때 만들 음식을 회의하여 결정했다. 슈퍼 푸드를 생각해 보며

잘 유지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가난한 나라와 식량 부족의 나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유네스코 동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확장된 전라남도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전남 지역 사람

아리원이 될 수 있었다.

들이 멸종위기동물 등과 같은 적은 관심을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
을 가지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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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하였다. 소통
하는 과정 속에서 비록 마찰이 있었지만 소통을 했기에 멋진 공동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서는 SNS 같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UCC 등을 만들어서 유

각 나라 이슈에 대해서 소개
각 대륙별 이슈들을 발표해보며 자기가 맡은 대륙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앞으
로 자신의 대륙에서 운영하여야 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구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자신의 대륙에 지정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그
램을 통해서 대륙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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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도 괜찮은 소통 방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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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상 외로 어려웠던 점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쉬웠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아리 부원들을 포함해 다른 학

다. 몇 날 며칠을 준비해 온 프로젝트였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

교와의 소통을 좀 더 자주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또한 사전 답사를 한다면

안타까웠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바빠서 길가에 있는 우리들의 캠페인을 못 볼 수

프로젝트를 더욱 완성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네스코한국위원

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을 내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준 분들이 너무나도

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좀 더 우리에게 관심을 주면 좋겠다는 점이다. 우

고마웠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힘이 들때도 조금이라도 더 캠패인을 진행

리가 아직은 비록 신생동아리이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보다 충만하기에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많은 걸 이뤄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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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히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처럼 수업을 열
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환경이다.”
축제를 하는 동안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목포덕인고등학교 공경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첫경험이다.”
매우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처음 동아리 축제를 해봐서 더욱 뜻깊은 경험이였다.
목포덕인고등학교 김원균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즐거움이다.”
2학년으로서 동아리축제에서 무엇을 할지 후배들과 상의를 해서
축제에서 활동을 하니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다.
목포덕인고등학교 김진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아이디어이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다른 동아리보다 잘 할 자신이 있었는데 당일날
다른 동아리 부스를 보니 생각보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거 같아
긴장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내신 아이디어와
각 조들의 아이디어들이 모두 잘되어서 기뻤다.
목포덕인고등학교 박찬영

357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문산수억고등학교

레인보우, 4개의 무지개를 통한 의미 있는 변화
학교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357
지도교사
김영미, 김은하

학생구성원
김세현, 한예빈, 박다원, 박찬형, 김혜승, 김용평
유소희, 안계원, 정문주, 박하은, 최건흠, 김민아
이용재, 문민주, 임주혜, 이강현, 이재민, 이준현
이용수, 민해동, 서민정, 이시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주제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연관시켜 보면서 탐구
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문제인식을 도출하고 인권에 대

•	전교생에게 지역문화재에 대해 소개하고, 기본 상식 정도를 알게 하려고 노력
하였으며, 지역 문화재의 관리, 보존이 잘 되도록 지역민이 관심을 가지도록 시
도하였다.
•	학생들이 전기의 소중함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친환경적 발
전시설로 개발이 유도되도록 관심과 이슈를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한 생각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	우리 지역문화재에 관한 지역 사람들과 우리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에 우
리 문화재가 잊혀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전기와 환경 연구를 통해 지역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등에 연관을 알
게 되고 특히 우리 지역 화력발전소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교내 친구들에게 사회적 인권침해 문제 등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알리자.
•	‘제대로 알기’,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기’, ‘한 걸음씩 나아가기’ 이 세 과정을 통
하여 인권에 대해 팀원부터 알아가고 그 관심을 확장하기.
•	우리 지역 파주의 문화재를 알아가고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며, 관련 기관 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카드뉴스 제작을 통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치이슈, 사회, 인
권 이슈를 접하게 만들어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	다양한 교내 인권 행사를 기획하여 평소 학생들이 무관심한 인권의 중요
성과 세계적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로 시작한
인권의식이 지역사회에 확장되고자 노력하였다.

358

의를 통한 문화재 보호하기.
•	전교생에게 바른 에너지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자
원 보호를 위한 관심 고취하기.

6월 5~17일 : 문헌 연구 및 토론

7월 24일 : 레인보우 두드림캐스트 홍보 캠페인

스테판 에셀의 “분노한 사람들에게”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토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카드뉴스를 주기적으로 전달

하여 정치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하고자 “두드림 캐스트”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

야 한다는 자기성찰, 투표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각각 하나씩 프로젝

였다. 페이지를 ‘좋아요’ 누르

트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고 구독을 하면 간식을 제공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했다. 그래서 처음 개설했을

과정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

때 6명이었지만 캠페인 이후

구”, “장애인 고용 촉진 활성

80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기게

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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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읽었다.

7월 14일 : 유네스코, 책을 통한 인권연구 발표 대회
6월 9일 : 파주 자운서원, 이세화 선생묘 답사하기

2학년 학생들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학기간의 인권 독서활동을 바탕으로

율곡이이의 묘비와 신사임당의 흔적 등 지역 문화재의 실제적 답사를 시작했다.

우수팀으로 선정된 7팀이 유

사진자료 제작 등을 통해 지역문화재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해 보았고 문화재 보

네스코 인권연구 발표대회에

호 활동을 하면서 문화재에 관심을 갖기 위해 힘썼다.

참가하였다. 다양한 인권 문
제에 관해 생각해보고 문제와
사고를 확장시킬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7월 17일 : 빈곤과 기아, 신문기사 전시회
빈곤과 기아라는 국제 사회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만의 신문기사를 작성
하였고 교내 1층 복도에 길게 전시를 하였다. 전시물을 통하여 전교생에게 기아,
빈곤이라는 이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고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6월 14~15일 : 에너지 절약 캠페인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전기 에너지 과다 사용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나라 전력 문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전기에너지 생산과정’에 대한 판넬 제작 및 전시를 하고 전시된 판넬 내용으로
퀴즈를 진행하였다. 올해 자신이 반드시 지킬 전기절약 방법에 투표하였으며,
전기절약서약서에 122명이 서명하였다.

7월 21일 : 국제 난민 문제 캠페인
심각해지고 있는 국제 난민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판넬을 제작하여 교내 캠
페인을 실시하였다. 아이스티와 레모네이드를 판매하였으며, 판매를 통한 모금
액은 국제시민단체에 난민문제를 위해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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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 카드뉴스 제작

9월 27일 : 반구정 답사

이언주 의원의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막말 논란을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황희 선생이 정치인생을 마치

두드림 캐스트 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고 노년을 보낸 누정으로 안타
깝게 파괴된 시절이 많았지만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반구

8월 16일 : 한국전력공사 답사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시민들의 전기절약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

정을 답사하고 실태파악을 하

고, 한국전력에서의 주요 업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전기에 대한 정보와 문제

였으며, 반구정 중심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다.

점, 전기세와 관련된 ‘누진세’
와 ‘전기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8월 2일 : 카드뉴스 제작

전기 문제점뿐만 아니라 해외

홍보 및 두드림 캐스트 소개와 지적 장애인 분들이 만드신 “같이 걸을까” 팔찌

에서의 전기 과다사용의 문제

에 대한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두드림 캐스트 페이지에 개시하였다. SNS

점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

를 통한 홍보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었다.

4월 1일~7월 21일 : 유네스코 인권 연구
9월 20일 : 프렌즈 데이

4달에 걸쳐 2학년 학생들이 유네스코 인권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비

‘프렌즈데이’ 점심 활동은 본교 중앙현관 기준 오후 1시 30분부터 55분까지 본

주얼 씽킹 자료를 제작하였다.

격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사례들 들어 학교폭력에 관한 인권 퀴즈를 진행하며 이 외에도 이름 삼행시, 친
구 칭찬 게임을 통해 인권과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알려주는 캠페인을 펼쳤다.
9월 20일에 진행된 “프렌즈데이”는 ASMR팀원들은 물론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
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뜻 깊은 활동이었다.

4월 1일~7월 21일 : 유네스코 인권 연구
4달에 걸쳐 2학년 학생들이 유네스코 인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권 관련 독
서 활동을 주 1회 진행하였다.

9월 25일 : 원자력 토론회
레인보우 전기팀이 주최하는 ‘원자력 발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사전 선정된 학생들로 미리 논고를 준비하였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친환경 에너지와 원전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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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만든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전교생과 지역사회와 소통하
였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나 자신이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주변의 인권 침해나 소외된 이

•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캠페인이나 토론을 통해 알리려 노력하였으며, 관심을
고취시키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웃의 문제에 관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다.
•	인권문제와 학생인권에 대하여 무언가를 실천한 것이 뿌듯하다. 자체 운영한

•	소통의 효과적인 도구로 문화재 홍보 UCC를 제작하려 한다. 또한 지역의 다

행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인권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도 좋

른 학교의 팀과도 공동의 문화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 바람을 가

았지만, 남 앞에서고 주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 팀원들이 자신감을 얻은

지고 있다.
•	전기 절약 관련 조사를 위해 전력공사를 방문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하였다.

것 또한 큰 수확이다.
•	1년간의 문화재 관련 활동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역 문화재를 다시 깊
이 있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재를 보면 아름답게 다시 한 번 감상

자료 수집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토론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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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활동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협력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팀별 토의를 통해 질문하고 답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	전기에 관한 지식과 함께 과다한 전기사용이 가져오는 문제에 관해 알게 되
었다. 지식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또한 팀
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설문조사에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
였다.
•	학생주도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었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다. 하지만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효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더 효과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	우리 팀이 제작한 카드뉴스에 많은 교내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고, SNS

•	문화재 활동을 진행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조율에 어려움이
따랐고 갈등도 생겨났다. 하지만 성공적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고 노력해 끊

를 통한 홍보 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고취되었다.
•	우리의 활동은 학생 중심, 학생 주도하의 활동이므로 각자의 주도성과 리더

임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십의 역량이 크게 발전하였다고 생각한다. 인권 활동을 해가며 그 의미를 더

•	전기 관련 캠페인을 통해 전교생의 관심을 유도하려면 팀원부터 새로운 지식

깨달아간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친구와 가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

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하고 새로운 메시지나 영상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화시킬 나비효과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을 깨닫게 되었다.

•	우리의 문화재 캠페인을 시작하였을 때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해나갈수록 여
러 친구들이 참여하고 선생님들까지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팀의 활동에 관심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이 모여져갔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나부터가 전기 절약을 일상화하게 되었고, 주변 친
구들도 가벼운 노력에 동참해 주었다. 또한 친환경적인 발전에 대한 나와 팀
원들의 시각이 변화했고 그런 시각을 전교생에게 확대시켰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정말 나와 팀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 프로젝트이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이 좋은 기회를 많은 학생이 공유하길 바란다. 또한 지역별,
타지역 간 학생 교류를 통하여 이 프로젝트를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바란다. 특히 같은 주제를 탐구한 학생들이 있다면 타학교와 팀별 교류 활동 기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회를 가져보고 싶다.

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또다른 눈이다.”
평소 보지 못했던 것과 알지 못했던 것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기회를 주었다.
문산수억고등학교 김혜승

361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Vision 360 : 미추홀&피지 교육평등 프로젝트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30
지도교사
박성한

학생구성원
이다연, 이예은, 나은영, 김정아, 이지수, 정주희
원보경, 임가은, 이가현, 황윤지, 이서연, 김채은
이호은, 안지현, 박혜원, 김유진, 김시은, 이윤서

협력파트너 : 피지 가스펠 고등학교, 향진원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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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노력하였다. 피지는 아직 인터넷 보급이 널리 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나라

있나요?

의 문화 및 풍부한 수업자료를 접할 기회가 적었다. 가르친다는 선생님으로 접근

연간 주제는 공정무역과 교육평등으로 설정하였다. 지구는 지구촌이라고 불

하기보다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되어 주고자 하였다. 한국문화를 담은 culture

리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를 하나의 마을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box를 보내고 한국어, 수학, 경제, 프랑스어 등 피지 친구들의 수요에 맞는 내용

래서 우리는 지역 문제를 단순히 학교나 인천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을 담아 어플을 이용한 수업 자료를 준비하였다. 주변의 이웃에서부터 국제적으

국제 사회로까지 나아가는 프로젝트를 하고자 했다. 노동을 착취 당하는 아

로까지 교육 평등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들을 위해서 공정무역 프로젝트를 하였다. 학생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을 체
험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두 번째 주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제인 교육불평등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지능 및 동기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

교육평등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네스코 동아리 구성원은 스스로 교육평등의 도구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인 우리 사회

이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화를 가질 수 있었다. 교내 구성원에게 홍

에서 교육의 부족은 가난의 대물림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교육의 부족은 다

보하는 활동을 통해서 세계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었다. 동시에 피지의 가스펠

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평등이 절실하다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다.

생각했다. 교육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향진원(고아원) 학습지 제작 및 피지
와 교류를 시작하였다.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향진원 아이들을 위해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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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에 맞춘 수학, 과학, 국어 등의 학습지를 제작하였다.

1. 교육평등을 위한 교육컨텐츠 만들기 활동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어 가는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

이 프로그램은 교육 컨텐츠 제작을 통한 교육평등실현,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한, 1년 동안 피지와의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교육평등을 실현

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컨텐츠를 제작하는데, ADDIE 모

피지 가스펠 고등학교 학생들과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직접 친분을 쌓았으며,
컬쳐 박스를 보내었음.

형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
1) 분석 단계 : 지역아동단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학습컨텐츠를 배우고 싶은
지 설문조사 및 페이스북 그룹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설계 단계 :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
고, 최적화된 교수전략 및 매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GGlear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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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Wordpress 기반의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형태를 계획 중이다.
3) 개발 단계 : 18명의 학생들이 교수분석 및 설계를 통해 제시된 교육컨텐츠
를 직접 만들고자 한다. 좌측의

피지 학생들이 우리가 보낸 컬쳐박스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

GGlearn 앱을 통해 미추홀외고
피지와의 교류활동을 담당하는 현지의 한

누리봄 학생들이 교육 컨텐츠를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

국인 선생님이 신문기사에 난 장면, 피지

어·한국어로 제작하고자 한다.

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용 어플
의 사용법을 알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4) 실행단계 : 만들어진 컨텐츠를 앱 및 웹서비스를 통해서 배포하고, 페이스북
그룹 활동을 통해서 학습컨텐츠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고자 한다. 현재 이미 상
호 비디오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페이스 북을 통해서 피지의 학생들과 직
접 교류를 하고, 교육컨텐츠를 만들어 이
전 요구분석을 하였다.

페이스북 그룹을 통한 소통강화

피지 현지 학교에 보낸 홍보 자료, 교내에

Mooc 강좌를 통한 컨텐츠 전달

이 전시물을 게시하고, 피지 학생들이 페
이스북에 직접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

5) 평가단계 : 최종적인 학습컨텐츠에 대한 평가를 실시

도록 유도하였다.
2. 피지학생을 위한 나눔 기부 캠페인
학기 초부터 모은 학용품이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전달하는 활동
을 하고자 한다. 또한 나눔에 대한 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피지(개발도상국)의 교육현실 알리기
중앙 현관에 피지의 교육현실 및 개발도상국의 교육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의 캠

피지 학생들이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준 장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지의

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배움의 평등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들과 친분을 쌓았다.

방안 또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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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외고 학생들의 학교 소

한국 문화 관련강좌

개 동영상을 촬영했다.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피지 학생들에게 제
공했다.

어플을 통해 제공된 한글 강좌

어플을 통해 제공된 한글 강좌

어플을 통해 제공한 수학강좌

어플을 통해 제공한 프랑스어 강좌

어플을 통해 제공한 경제강좌

현지 학교 활용 안내자료 및
현재 780명이 수강 중

현지학교 홍보자료

인천 교육소식지에 홍보

컬쳐 박스를 받고 기뻐하는 피지 학생들의 모습

컬쳐박스 우체국에서 직접 포장해서 보내는 장면, 컬쳐박스의 비용보다 우편비
용이 더 많이 나왔다.

요구분석을 통해 직접 어플리캐이
션을 개발하고 피지학생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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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또한, 올해 유네스코의 연간 주제였던 교육 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향진원에 학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습지 제작을 통한 교육 기부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와도 소통하였다. 특히, 피지

우리 동아리는 2017년 동안 세계유산 등재 심사서 작성, 향진원 초등교육 학습

의 Gospel 고등학교와의 국제 교류를 위한 매체로 페이스북(SNS)을 선택하여

지 만들기, 세계시민 캠페인, 교육 평등을 위한 피지 교류와 공정무역 캠페인

피지 학생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등의 활동을 했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는 세계시민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

프로젝트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며 스스로 세계시민에 가까워질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참여형 캠페인과 SNS를

세계시민을 알리려 노력했다. 지난 1년간 교육 평등을 큰 주제로 정하여 인류

활용한 홍보와 소통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보편적 가치 중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의 고
등학생으로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실감하지 못했었지만 향진원의 아이들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위해 학습지를 만들고 Vision 360(Meet You All) 프로젝트로 피지 아이들에게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수학, 한글, 경제, 한국 문화 등의 강의를 제공,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기회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불평등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 또한 기를 수 있었다. 이외

피지에 있는 학생들과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에 설레

에도 한강에서 세계시민 캠페인을 하며 내ㆍ외국인에게 세계시민의 개념을 알

기도 하였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교류를 시

리는 활동을 하였는데 세계시민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

작해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우리나라의

었고, 평소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 동아리가 하는 활동과 세계시민 의식을

문화가 담긴 ‘컬쳐박스’를 피지에 보내는 것으로 교류를 시작했다. 컬쳐박스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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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시작으로, 피지와의 국제 교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바로
한국학생과 교류학생들 간의 활발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지에 계신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한국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누리봄과 하는 국제교류에 대해 알렸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이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서로의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현지

•	세계 시민에 관한 캠페인을 통해 한강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계시민의 역할에

학생들과 누리봄이 더 활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대해 알렸다. 사람들에게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교육평등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저 교육 자료만 제작해 보내면 될줄 알았는데

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글로벌, 세계화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

현지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듣고 학생들이 적극적으

황에 대한 인식하고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나아갈 방법을 생각하였다.

로 참여할 만한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ADDIE 모형

•	피지 가스펠 학교와의 학습 교류 ‘gglearn’이라는 앱을 통해 피지의 가스펠

을 참고해 분석, 설계, 개발부터 평가까지의 과정을 계획했다. 교류를 시작하기

학교와 학습 교류를 했다. 미추홀외고 학생들은 피지 학생들에게 경제, 수학,

전 학생들에게 직접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

프랑스어, 한국 문화 등에 대한 강의를 했다. 미추홀외고 학생들은 피지학생

지에 대한 설문지를 보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어, 수학, 경제 등 다

들의 눈높이 알맞은 강의를 기부를 함으로써 그들의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양한 주제를 받아 강의 제작을 시작했다. 이후 학생들이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

미추홀외고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진로분야에 맞는 강의를 함으로써 다양

는 강의를 제작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 분야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향진원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습지를 보냈다. 이를 통해 향진
원 학생들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학습지를 풀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	피지와의 교류 프로젝트에서 피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Facebook을 활용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여 우리와의 원활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게 해야 할까요?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공정무역 캠페인, 교내 축제에서의
공정무역 부스 운영, 향진원 교육기부, 그리고 피지의 Gospel 고등학교와의 국
제 교류를 진행하였다.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공정무역 캠페인과 같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가 전하고자 하
는 바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교내는 물론 교외
에서도 진행하며 우리 사회와 소통하였다. 공정무역에 관한 내용을 교내 학생
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아닌 재미를 더한 참여형 부스를 운영하는

•	향진원 교육 기부 활동 중 향진원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교육 기부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	공정무역 캠페인 중 공정무역 상품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되, 공정무
역의 개념과 그 의의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공정무역 카페 운영 중 공정무역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리고, 공정
무역 상품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
•	세계 시민 캠페인 중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콘텐츠도 준비한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학교 학생들과 소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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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등학교

우리부터 시작하는 다문화가정 이해하기
학교주소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봉화로 800
지도교사
정미라

학생구성원
이승현, 유영학, 임동규, 장윤영
한재인, 김준영, 이경묵, 이하영
이현정, 임정아, 이승민, 이지수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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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고, 가깝게는 친구들부터 멀게는 온라인상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

있나요?

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은 분명 그들을 잘 알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하며, 횡성은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

못한 채로 특정인의 말만 듣고, 혹은 자신만의 편견에 사로잡혀 발생한 경우가 대

정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물론 고등학생의 신분상 횡성 지역의 다

부분이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다문화 가정 역시 기존 인식 속에서

문화 가정에 대해 깊게 아는 바는 없었지만 최소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

의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복하길 원하고 그럴 권리가 있

로 나아가는 도중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주변과 우리나라 여러

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

지역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한
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수긍하지만 고치기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이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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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기술의 발달로 더 박차를 가할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도 점차 다문화 사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확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

회로 접어들 것이 분명하기에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비

한 프로젝트를 다루려고 결심하게 된 것 역시 부원들 개개인의 다문화 가정에 대

록 고등학생이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를 깊게 분석해보기로

한 차별적인 편견들을 스스로 발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크고

결정하였다.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늘 자기 자신부터라고 하듯,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
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선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느꼈다. 그런 후에 오프라인에서는 친구들,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인식의 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대우와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차별

화를 촉구하고,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페이지를 생성해 다문화 가

적인 시선의 원인은 그들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로 하였다.

그렇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우리들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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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문제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전체 부원들이 모여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나무의

부원들 스스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후에 학교 학생들

뿌리 부분에, 앞으로의 방향 및 해결책을 나무의 잎 부분에 붙여 도식화하였다.

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열었다. 설

그리고 자신이 붙인 메모지에 대해 발표하고, 부원들과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

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하였고, 다양한 문구

간을 가졌다. 이는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루고자 하는 변

들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뿌리 깊은 차별의

화가 무엇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원 모두의 힘을 합쳐 알아가는

식을 가진 학생들은 많지 않았으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과정이었다.

된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차별의 시선 바꾸기

캠페인 진행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리들 스스로에게 잠재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차별의 시선을 바

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 새삼 느끼고, 페이스북 페이지 시스템을

꾸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이 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의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 느꼈다. 직접 페이지를 만들어

요했다. 모든 부원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다누리 배움터

운영하면서 세계인의 날을 특집으로 삼아 카드뉴스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많은

(www.danurischool.kr)>온라인 교육>청소년 과정’에 제공된 강의를 수강하였다.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되었다는 피드백을 다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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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의견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의 진실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전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들

사실 세계시민이라는 거창한 단어는 조금 부담스럽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이 틀리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다문화 가정 역시 우리들과 전혀 다를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흔히 알려진 위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대한 인물들의 업적에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 우리

온라인상에서 페이지를 개설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가독성을 높여 다수의 사람

스스로,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흔하게 알고 있었지만 알아차리기 어려

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웠던 다문화 가정의 소외를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식을 넓히

주었고, 또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가 벌인 캠

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

페인들이 비록 다문화 가정의 소외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 지원이 되진 않겠지

가지고 있던 편견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단순한 깨달음에

만 더 큰 범주에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차별적인 시선들을 바꾸어 나가

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이 다문

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는 다문화 가정을 조금 더 가깝게 대하는 친구들, 선생

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조사하고,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을 바로잡는 캠

님, 온라인 유저들을 볼 수 있었다.

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꾸는 일의 어려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꼈다.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냈구나 하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성취감이 들기도 했다. 처음 다문화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 모두가 접근하는 데

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부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결국 노

실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

력하면서 성과를 얻어내는 과정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

하는 것이었다. 횡성에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 복지센터에 연락하여 학교 주변

운 일이 생겨도 헤쳐나갈 용기와 거창한 프로젝트라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

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객관적인 지표를 얻기도 하였고, 온라인 페이스북 사이

신감을 얻었다.

트를 활용하여 페이지를 개설한 후 카드뉴스를 만들어 게시함으로 많은 사람들
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홍보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대원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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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등학교와의 교류는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그곳에서 가장 큰 주제로 인권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이다.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

실제로 우리가 벌인 캠페인 이전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 극단적인 생각을 가

행하면서 교류하던 학교와 토의를 하기도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의 소외는 아주 작고 사

를 알리고, 또 소통하기 위해 교내에서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단지 한 쪽에서의

소한 오해들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캠페인 문구들

실제로는 편견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알게 되어 무척이나 큰 충격을

을 응모하기도 하였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달과 소통이 빠르다는 점을 이용하기

받았다. 이러한 사소한 충격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는

위해 온라인에서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문의사항과 오류들을 받고 수정하기도

우리뿐만 아니라 친구들,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다.

하였고, 카드뉴스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 다음 카드뉴스 제작에 반영

교내에서 벌인 캠페인을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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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궁극적으로 더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애초에 다문화

루어져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처럼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다르다’는 특징 때문에

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행동으로 옮긴 경우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난 만큼 그들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에 큰 어려움

앞으로도 일어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문제를

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다문화 가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

찾아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길고 지루하게 예전부터 이어지는 고전적인 문제

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그럼에도 차별적인 시선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들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 역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

지속적으로 이해를 거부하고 이해타산적인 이야기들을 내세우며 이득을 운운하

한다. 나름 성공적이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다른

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던 내용들을 알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캠페인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

주어서 고마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나의 인식에 대한 점검

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이 필요함을 느꼈다, 다문화 가정과의 교류를 가져보고 싶다 등의 희망적인 답

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거리낌없이 다가가는 순간이 오기까지 지속적으로 캠

변과 피드백들이 많았다. 그 성공요인은 아무래도 우리들이 무척이나 조심스럽

페인을 벌이고 인식 개선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뿐만 아니

게 다문화 가정이라는 주제에 접근했던 까닭인 것 같다. 처음 다문화 가정에 대

라 캠페인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또 친구들, 지역 사회의 복지센터 등 이러한

한 주제를 다루자고 했을 때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가 인식의 변화란 정말 어려

지속적인 활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은 어쩌면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들에 비해

운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인 만큼 조사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우리가

미루어둬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해야만 빛을 발하는

오해하고 있는 것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미리 예상되는 독자층에게서

활동들이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된 인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

설문조사를 하여 캠페인의 문구들을 응모하기도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성공적

을 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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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도움닫기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으로 시작하여 추후에 더 큰 사람이 될 우리들이 내딛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 한재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올챙이이다.”
변태를 끝내고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
활기차고 가능성의 끝을 모르는 올챙이 같은 존재이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이하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진정한 멋이다.”
단순히 나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것 같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이경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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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여자고등학교

세계로 가는 UNESCO, 세계가 찾는 UNESCO
학교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중앙길 10
지도교사
이성미

학생구성원
박서현, 박도연, 정한새, 최예진, 김소영, 박가영
함지원, 강지형, 서예진, 신자경, 황서현, 안한솔
안영경, 최형주, 박수현, 김나은, 조혜림, 최보현

협력파트너 : 밀양시 사회복지관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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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실천약속을 단어로 정의하면 ‘열정’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주제를 선택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장애인 인식 문제와 지역 사

하여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과 상

람들 청소년과 어른분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황에 맞춘 주제들을 생각함으로써 팀원 18명이 모두 힘을 합쳐 온 열정을 다해 프

실시했고,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제적인

로젝트 하나하나를 해왔으며, 그 열정들이 모여 우리학교 학생들, 교직원분들, 그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와

리고 우리 지역 시민 분들에게 평소 생각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도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
다. 어떠한 행동도 바른 인식이 잡히지 않으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
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1
년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직접 한발자국 나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
여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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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장애인 알리미 판을 제작

생리대를 기부하는 캠페인 진행

유네스코 부원 모두가 5월 24일~6월 14일까지 밀양여자고등학교에서 1층과 2

유네스코 부원들 모두가 함께 7월 18~31일까지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에게 저소

층 급식실 앞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애인 알리

득층 자녀를 위하여 생리대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많은 관심으로 생리

미 판을 제작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인에게 해서는 안될 말

대가 모여 생리대를 사기 힘든 저소득층 친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다.

들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해주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캠페인을 했다. 이
캠페인 실시 후, 부원과 학생들, 교직원분들에 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

‘존재만으로 빛나는 10대’라는 프로젝트를 실시

분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유네스코 부원 모두가 9월 13일~10월 20일 ‘존재만으로 빛나는 10대’라는 프로
젝트를 실시하였다. 경찰서, 소방
서, 시청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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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주민분들과 학생들에게 서로를 위
한 희망의 메시지를 포스트잇으로
받아 희망의 나무로 만들어 중앙
현관에 게시하였고, 어른과 청소년
이 서로가 이해하며 어루어줄 수
있는 캠페인이 될 수 있었다.

국경일 알리기 프로젝트 실시
유네스코 부원 모두가 10월 23일
~11월 첫째주까지 국경일 알리기

독립 캠페인을 실시
유네스코 부원 모두가 6월 26일~7월 7일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평화를 주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5

로 하여 ‘더 없이 귀중한 독립’이라

대 국경일에 대해 조사하여 잘 알

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에 평화를 가

려줄 수 있도록 간단한 판을 제작

져온 분들에 대한 조사와 그를 바탕

하여, 급식소 앞에서 프로젝트를

으로 질문을 만들어 밀양여자고등

11월 첫째주에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독립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독립과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밀양지역의 독립
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
유네스코 부원 모두가 3~12월까지 한달에 3,000원씩 모아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했다. 에티오피아에 사는 딘사와 기르마에게 기부했고, 한달에 이 친구들에
게 기부하며 유네스코 부원 모두가 기부를 실천하며 나눔과 배려의 기쁨을 느

독도보고서를 작성
유네스코 부원 모두가 7월 10~11월까지

끼고 있다.

밀양여자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땅 독도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도보
고서를 작성하고, 독도 동화책을 제작하
여 아이들이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알고,
독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DNA 미술 동아리와 함께 협력하여 독도
동화책을 제작하여 각 반과 중앙현관에
전시회를 열고, 도서관과 지역 사회복지
관, 아동센터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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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야만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변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시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었다. 어느 관계에서든지 우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되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 독도 캠페인, 독립과 독립 운동가 알리기

밝히고, 신뢰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캠페인, 존재만으로 빛나는 10대 프로젝트, 국경일 알리기 프로젝트 등을 실시

캠페인을 하고, 프로젝트를 해야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었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 부분

기 때문이다.

에 대해 많이 알아 보며 깨닫게 된 것들이 많았다. 1년간 팀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프로젝트를 해온 시간들이 값지게 느껴지고, 그러한 시간들로 의해 모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두와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파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트를 맡아 진행하는지에 대해 의논하며 팀원 모두가 프로젝트 진행방법에 대해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서도 많이 깨달았다.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해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작할 때 어

기대보다 어른과 청소년 사이를 서로가 이해해 보는 ‘존재만으로 빛나는 10대

떻게 해야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과를 이루어서 기뻤고, 아마 우리는 서로가 자신 말고 타

우리가 말하고,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

인에 대해서는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그러한 시간

며 효과적인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깨달은 바가 많았다.

들을 가질 여유가 없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하고, 서로를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장애인 인식 캠페인이 어려웠다.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장애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친구도 있었고, 너무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장애인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

나 부정적인 인식들이 박혀 있어서, 캠페인을 실시할 때 설명해 주는 시간이 길

록 도왔다. 장애우는 장애인의 올바르지 못한 말이고 장애인을 비하하여 부르

게 느껴지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학교에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만큼 꼭

는 말이라는 것,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녹여져 있는 벙어리 장갑 등에 대해 모

그런 인식들을 개선하고, 변화해주고 싶은 마음에 모두가 함께 교실을 하나하나

르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러한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변화를 시켰다. 또한 어른

돌아다니며, 설명해주면서 캠페인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예상 외로

과 청소년 사이에서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에 대해 서로 위로해 주고, 이
해해 주는 포스트잇을 받아 나무로 만들어 전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공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감해보고, 이해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대한 인식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들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사이도 더 돈독해졌다. 또한, 생리대 기부 캠페인 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녀여 걱정마오를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인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

식과 기부와 실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3박스의 생리대를 기부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다. 프로젝트와 캠페인의 목적은 사람들의

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두 뿌듯함을 느꼈다.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다. 바라는 점은 프로젝트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다. 우리가 아무리 모두를 위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면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

게 해야 할까요?

다. 우리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조금 더 귀 기울여 주고, 우리가 어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프로젝트를 많이 알려야 하고, 우리가

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붓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은 항상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 세계시민이 그리는 그림이
곧,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밀양여자고등학교 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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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싶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어렵

있나요?

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는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 싶어 주변을 돌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즉 함께 베풀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다.

아보던 중 음식을 하는데 사용되는 식자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것을 생
각해 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의 작은 마당에서 우리들만의 작물을 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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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식자재를 기르는 데 쓰이는 농약은 토양오염,

우리 유네스코 국제 교류 동아리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에 실현 불가능하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자재는 대기오염을 야기하므로 우리는 농약 없이 작물

고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보단 기본적이지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절차부터 지

을 기름으로써 지역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힘

켜나가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었다. 작물을 신선하게

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 복지 기관을 통해 우리가 기른 친환경적인

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작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작물의

작물을 기증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상태를 점검해야 했으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주는 끈기가 필
요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실천약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속을 ‘끈기’로 정하였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
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만들
고 싶었다. 환경을 보존하고 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행동하는 데에는 어
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친환경 작물 재배를 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
다는 것을 알려주고 친환경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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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가꾸다, 나누다’ 프로젝트 실천 방안 및 홍보

우리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의견을 나눴고 화분 속에 들어있던

5월 11일, 우리 유네스코 국제 교류 동아리는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의 실천 방

지렁이도 만날 수 있어서 우리 프로젝트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

안을 모색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제 해결

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을 위한 대안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며 프로젝
트 홍보를 통하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 보존과 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관심을 유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젝트 중간점검
8월 23일, 프로젝트가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
해 각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맡은 화분을 지속적으로 관
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작물을 기르는데 있어서 잘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을 알고 이
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더 신선한 작물을 기르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안책 마련하기
9월 20일, 처음 우리가 심었던 작물인 방울토마토가 꾸준한 관리를 해주었음에

모종 심기

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자라지 않자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6월 7일, 우리 동아리는 모종을 심기 위해 학교의 작은 마당으로 모였다. 직접

동아리는 모였다. 원인을 찾기 위해 주변에 농작물을 잘 알고 계신 분들께 여쭈

모종을 심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작물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보니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햇빛의 양이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방

농사의 고충을 느껴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울토마토를 대신할 다른 작물을 기르는 것을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채택했다.

있었다. 또한 친환경적인 재배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과거에 자신이 환
경보다는 가격을 생각했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해결방안 실천하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짐하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10월 10일, 우리가 처음 기르기 시작했던 방울토마토가 생각 외로 자라지 않자
우리는 방울토마토 대신 키우기 쉬운 고추를 기르기로 선택했다. 이번에도 실패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길러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 실패
10월 25일, 우리가 처음 기르기 시작했던 방울토마토가 생각대로 자라지 않자
우리는 방울토마토 대신 키우기 쉬운 고추를 기르기로 선택했다. 이번에도 실패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길러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물 상태 점검
7월 5일,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작물의 상태도 점검하기 위해
서 모였다. 여름이여서 그런지
햇빛도 쨍쨍하게 받아서 보다
더 싱싱하게 자랐다.
작물들에게 물을 주면서 벌레
가 잎을 먹는 것을 발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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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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조금은 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것

게 해야 할까요?

같다. 처음으로는 방울토마토를 키웠는데 물도 잘 주고 관리도 잘했었는데 누

우선 ‘기부금 모으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

군가에 의해 토마토가 떨어져 있거나 토마토 나무가 시들어서 실패했었다. 그

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작물 키우기’ 프로젝트를

래서 우리는 실패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으며 그 결과로 새롭게 고추를 키

할 때, 작은 팻말을 화분에 부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동아리의 활동이라는 것

웠었다. 하지만 더 이상 작물들이 자라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벌레가 모종

을 알렸고 또한 작물을 키우면서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얻기 위해 직접 다양한

을 너무 많이 먹어 이것 또한 실패하고 말았다. 거듭된 실패 탓에 시무룩하기도

의견들을 들으러 가기도 했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바자회 하기’에서는 바자

했고 허탈한 느낌마저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을 때 비록 프로젝

회 물품을 얻기 위해 포스터들을 만들어 학교 곳곳에 붙였다. ‘바자회 하기’를

트가 실패하긴 했지만 팀원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작물들을 심었다는 점이 가치

준비할 때 지역 사회 사이트를 살펴보고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도 지역

있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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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
을 알리고 소통하려면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해 학교 밖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비록 작물 키우기가 성공적으로 마침을 맺지 못해 원래 우리의 계획대로 기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를 할 수 없어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작물을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키우려는 과정에서 농약 및 화학비료는 비환경적인 요소는 사용하지 않고 작물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을 기르려고 했다는 점에서 환경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뿐

첫 번째로 했던 친환경 작물은 성공할 줄 알았지만 실패해서 아쉬움이 큰 활동

만 아니라 우리는 작물의 화분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끔 학교 앞 작은 마당에

이었다. 실패 요인들은 먼저 식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고, 해충에 대

놓아두어서 오며가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며 그 목적

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주요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작물들

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던 점 또한 학교 학생들 및 선생님들이 환경보전과 인권

은 모두 시들어 버렸고 결국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말았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보장의 중요성에 관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고 판단한 우리는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 원래 프로젝트를 고수하기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서둘러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프로젝트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신발이다.”
우리들을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세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백신고등학교 김동희

대안책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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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를 통해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물 자원을

있나요?

둘러싼 분쟁들을 통해 먹는 물이 부족한 나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나라 등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다. 탄천은 용인시민

물 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인식

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늘 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주변에 하천(물)이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소중함을 지나쳤던 ‘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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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기로 했다. 물은 모든 생명체를 살아 숨

동아리 구성원 20명은 ‘모두의 물(Save Water Save Life)’ 프로젝트를 5월 중에

쉬게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중요성을

시작해 2018년 2월까지 진행하려고 한다. 물 전쟁, 도시의 물, 수자원을 둘러싼 지

느끼지 못하고 물을 소비하고 있고 특히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정학적 쟁점, 온실효과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공부하고 교내 동아리 연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물에 대한

합, 학생회와 연계해 우리가 이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통

소중함과 전세계적인 ‘물’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해 일상생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나, 가족, 학
교, 지역사회에 메시지를 드리고자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또한 각 국가들의 물 불평등 문제, 물과 소비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사용

무엇보다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소중한 물을 대하는 생활태도가 변화되었

구조와 사례, 물 발자국 등 물과 관련된 이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독서 활

으면 한다. 소중한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지속적인 생활태도로 이

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활동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해보면 좋

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 싶다.

을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한다.

물의 미래에 대해 친구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알리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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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FLIP 101 캠페인

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각자가 자신만의 텀블러를 만들기로 하였다. 각자의

4월 13일부터 2주간에 걸쳐 2017 물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물에 대한 이슈를

개성을 담은 텀블러를 만들어보면서 애정을 가지고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적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교생과 선생님들

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서로에게 하며 작은 습관의 변화로 환경 문제를

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유니세프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을 참고해 전

해결할 수 있는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세계 물부족, 물오염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를 생각해보는 캠페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My Bottle 만들기를 끝내고 자신이 만든 텀블러를 소개하

인으로 플라스틱병에 물을 담아 세우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물 관련 이

면서 작은 전시회를 갖고 농구장에 모여 텀블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텀

슈를 소개하였다.

블러를 만들면서 왜 텀블러를 사용해야 하는지, 텀블러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은
지 공부하고 생각해 보며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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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Angel in Bojeong 콜라보
우리학교 특수반 친구들이 월, 화, 목,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오픈하는
Angel in Bojeong 카페와 연결해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학급 선생님께 우리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카페
이용시 발생하는 많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만든 텀블러를 실제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
고 환경 이슈를 알리고 실천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캠페인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학
생들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쿠폰을 제작하
였다. 동아리 2학년 학생과 특수학급 친구의 대학생 누나가 디자인에 참여해 엔
젤 인 보정 카페 쿠폰이 제작되었다. 텀블러 이용 시 쿠폰에 표시를 해 주어 10
개 모이면 무료 음료를 선물로 주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쿠폰 용지가 미끄러운 소재로 이루어져 도장을 찍으면 번지는 일이 발생해서

BOTTLE FLIP 101 캠페인
점심시간을 활용해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물 분쟁, 유네스

펀치를 이용해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카페 오픈 시간에 찾은 특수

코와 함께 하는 물 이야기 등 판넬 전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전교

반 친구들이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준다. 메뉴판 옆으로 우리가 만든 일

생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물

회용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물이 놓여져 있

알리고 관심을 유발하고 지금

다. 교무실이나 학교 곳곳에

여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

홍보지를 붙여놓아 선생님들

는 일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

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으며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계신다.

을 가졌다.

My Bottle 만들기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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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물> 세미나

오후 일정으로 군함도 영화를 함께 보고 이후 군함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사

물 전쟁, 물과 20세기의 대변화, 기술적 쟁점과 방법, 거대 농업문명의 물, 도시

례와 영화 군함도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조사해 보는 시간도 마련하

의 물, 수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쟁점 등을 모둠별로 읽고 모둠별 학습을 한

였다. 전쟁과 인권, 여성인권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체험해 보았던 활동이었다.

후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각 챕터별로

방학을 이용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는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발표하고 Q&A 시간을 통해 각 모둠구성원들은 자신이 준비한 내용과 함께 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수도박물관 체험
10월 11일 동아리 활동 시간을 이용해 서울수도박물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

빈곤게임

였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및 수도박물관 전시해설을 포함하는 제1코스를 선택

인권의 관점에서 빈곤 바라보기의 하나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빈곤게임을

하고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수돗물 정수과정, 수돗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교육

진행하였다. 저개발국의 경제문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상황을 설

을 받고 뚝도아리수 정수센터를 돌아보며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평소 궁금했

정하고 자원과 기술을 불평등하게 제공해 게임을 시작하고 이후 토론을 통해

던 점을 질문하는 시간도 주어져 동아리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빈곤국의 상황을 재인식함으로써 경제 불평등과 관련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

제1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체험프로그램인 친환경 비누 만들기를 했다. 천연비누의

기가 되었다. 준비단계에서 약간의 실수로 극한 상황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군함도 알리기 캠페인
빈곤과 인권 문제를 다루고 난 후 전쟁과 인권에 대한 이슈로 선택한 군함도 알
리기 캠페인은 <군함도> 영화 개봉 시기와 맞춰서 진행하였다. 영화 개봉으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에 군함도를 제대로 알리고 전쟁과 인권
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기획한 캠페인이었다. 동아리 학생들이 2개 모둠
으로 나뉘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각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후 회의를 통해 캠페
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7월 26일 군함도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였다. 방학을 이용해 수요시위에 참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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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단점에 대해 배우고 천연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 이후 직접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실습해 보았다. 직접 비누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처음이라 더욱 생생한 체험이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되었고 이 체험을 기반으로 학교 동아리 발표회에서 친환경 비누 만들기 부스

무엇보다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소중한 물을 대하는 생활태도가 변화되었다.

를 기획해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소중한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물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에 관한 설명을 듣고 물과 환경, 물과 인체,

해보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독서활동,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태

물과 생활 등 물과 관련된 주제로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더욱 관심을

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SNS 활동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수돗물의

과 교실 게시물 등 우리가 활동한 것들을 토대로 물의 미래에 대해 친구들에게

역사와 문화,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경험이었으며 2017

좀 더 친숙하게 알리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된 태도를 통해 주변에서도 자연스

모두의 물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물을 좀 더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 자원을 둘러싼 분쟁들을 통해 먹는 물이

2017 KOICA Walk for Water

여러차례 캠페인을 통해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과 관련된 미래

10월 21일 KOICA에서 주최하는 코이카와 아프리카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에 대한 인식 개선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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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부족한 나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나라 등 이미 물 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사례를

걷는 길을 주제로 한 물 뜨러 가는 길에 참여하였다. 우간다에 전기가 안들어
오는 마을에 사는 엠마라는 친구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마실 물을 긷기 위해 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길을 걸어보며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을 체험하는 행사로 코스를 완주하면 우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다 아이들에게 제리백이 기부되는 뜻깊은 행사였다. 이 체험을 통해 적정기술의

게 해야 할까요?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물에 관한 이슈를 알리고

SDGs와 관련된 총 10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 각자 미션지에 있는 부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교내 특수학급에서 운영하

관련 체험을 6개 이상 완성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각자 원하는 부스에서 SDGs

는 카페인 Angel in Bojeong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위해

와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미션지에 스티커가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서로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만나 회의하고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해 제안하고 그분들

뿌듯해하며 처음 받은 4L의 물을 들고 이동을 해야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

의 이야기도 들으며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쿠폰 디자인을 고민하면서 디자

감이 더 느껴져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을 들고 매일매

인을 맡은 친구의 아이디어와 특수학급에 속해있는 학생의 대학생 누나가 만들

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아프리카 친구들을 떠올리며 잠시 위로와 감사를 느끼

어 준 로고를 접목해 더욱 예쁜 디자인이 만들어져 협업을 통해 완성함으로써

는 시간이었다.

더욱 뿌듯하고 서로가 애착을 더욱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 생활 속의 물을 체

SDGs와 관련된 체험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미리 예약한 프로그램인 운동화 만

험하기 위해 서울수도박물관 정수센터를 방문해 생활과 관련된 물을 배우고 체

들기에 도전해 보았다. 각자에게 주어진 운동화를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만들어

험할 수 있었고, KOICA와 함께 하는 물 뜨러 가는 길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

보는 체험이었는데 처음엔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가 다들 무

관의 역할을 배우고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언가가 떠올랐는지 매직을 쥐고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며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
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조금 아쉽기도 했고, 격려의 메시지를
고민하며 적어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
을 하게 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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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부원들은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활동의 취지를

더 나은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단 기존의 유네스코학교 학생들과의 교

알 수 있지만 캠페인을 할 때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

류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상품이나 재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

유네스코 부원으로서 다양한 체험 활동 참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모

게만 느껴지는 캠페인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에 균형을 이룰

여 같은 것을 체험하고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 학기말 여유 있는 기간을 이용해

람들을 만나 함께 하는 것의 정겨움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이렇게 사람

우리 동아리에서도 1년 동안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준비하여 상영하는 시간을

과 사람이 만나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것

가지고 영상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게 하여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고민

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야겠다.

사람들의 이기적 행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환경, 특히 기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요즘, 다른 사람의 에너지 낭비로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행동으로도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경이 나뉘어 있다고 다른 세계가 아니라 지구는
하나의 세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지구국의 국
민이라는 점을 갖고 살아갔으면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한 발자국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 뜻을 새기면서
내가 원하는 진로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정고등학교 이지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어른이다.”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어른으로 자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정고등학교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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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고등학교

한마음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학교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70
지도교사
김대환

학생구성원
박수민, 이승은, 서준호, 남혜수, 윤지영, 이유정
박예지, 이경하, 제수현, 조수현, 조현진, 조영은
노현승, 김민경, 정연주, 박소정, 홍나현, 조수빈
권 산, 박서현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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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을 생각해본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들 또

있나요?

한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자 했다.

문제해결의 과정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로소 혼자 해결책
을 고민해볼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수학문제를 척척 잘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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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외국어에 능통한 친구들도 정작 우리 사회 속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

•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 복도 등의 장소 등에 경제정의와 평화를 촉구하

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또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

는 포스터를 부착하여 일상 속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항상 유념하도록

구들도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궁리해본 적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결국 뛰어난 역량과 자질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부터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비로소 미래에 그 친구들이
자신의 능력을 공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주변 친구들,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부터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는 곧 나비효과처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	지역사회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공간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
며 그들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는 사회문제의 해소에 무기력하지 않고 그에
기여할 것을 당부할 것
•	국내 여행 및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부스를
열어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만드는 것
•	유네스코와 깊이 관련된 문제 하나를 선정하여 문제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하며, 직접 한국 유네스코 지사에 건의 메일을 보내는 것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탐색하지만 자

•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와 소논문 작성을 통해 주제에 관해
깊이 탐구하고 우리가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할 것

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여 무기력한 사람들, 혹은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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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포스터 제작, 교내 부착 및 게시

교외 캠페인

일시 : 2017년 3, 4월

일시 : 2017년 8월 12일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 중 인권과 세계화에 대해 포스터를 제작한 후 학생들

군함도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함도, 하시마섬은

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 복도 등의 장소에 부착했다.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석탄 채굴
작업에 동원되었던 곳이다. 하지만 일본은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
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 홍보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
다. 군함도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을 알리고, 유네스코에 군함도에 대한
왜곡된 설명의 정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캠페인에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충일 참배
일시 : 2017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UN군을 모신 UN기념공원에서 참배하였다.

어울마당 참여
일시 : 2017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개최하는 제12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

Community Action Project

마당에 참여해 한국의 전통음료를 알리고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의 전

일시 : 9월 20일~

통음료 식혜와 수정과를 소개하는 판넬을 한국어, 영어로 만들어 전시하고, 그

학교 근처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쓰레기 무단 추기를 예방하기 위해 화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만들어 퀴즈를 맞추면 무료로 음료를 시음해 볼 수 있도

단을 조성했다. 3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장소를 방문해 평소 버려져 있는

록 했다. 그와는 별개로 수정과 식혜를 따로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평균 쓰레기양을 조사하고, 화단을 조성한 후에 또 3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장
소를 방문해 화단을 관리하고 버려진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아보
고 있다.

적정기술 체험 교내 캠페인
일시 : 2017년 11월 9일
교내에서 적정기술을 소개하
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캠페인
을 실시하였다. 주택빈곤 적정
기술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예시로 Liter of Light를 만들
어 직접 학생들이 체험해 볼

세계 시민 여행
일시 : 2017년 6월 9~11일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참가한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일부인 2017 레인보우 세계시

학생에게 나누어줬다.

민여행에 참여해 유네스코학교 간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강의와 빈곤게임, 세계시민선언문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
으로서의 기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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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했으며, EM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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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군함도에 대한 강제 징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용 사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기재하도록 건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로 세계화에 순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설명과 문제에 대한 공감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

부분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고, 한 번도 세계화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

다가 인터넷 세계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처럼, 직접 방문하거나

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길거리 서명운동으로 서명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만,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

지난 1년간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화와 인권을 연결지어 생각할 기회

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세계화가 가져오는 문화 소멸 사례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또, 동아리에서 배우고 느낀 내용을 교과 내용과 연계함으로써 단순히 사회과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목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드는 관점에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할 수 있었다.

아바즈 사이트 이용해서 홍보했는데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했다. 그래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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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방법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 홍보하고, 설득해서 참여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유네스코 한국지사에 이메일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심각성과 지원을 요청했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나 답장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기구에서 국내 학생 활동에 대한

많은 시민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공유경제, 통일 등의 사회 현안에 대해 알고,

직접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힘만으로 세계의 문제를 알리고

문제의식을 가지며, 해결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활동했다. 우리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직

로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활동을 통

접 나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유도하고 홍보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프로

해 조금이라도 생각에 변화가 있었기를 바란다.

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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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라는 소재의 특성 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매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교내 유네스코 동아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노력했던 부분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

있는 방향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마련하

해서 퀴즈나 서명, 체험 및 시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나 학생교류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계시민이 사회문제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효과가 컸다.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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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고등학교

DUNC WHO! (UN기념공원 세계문화유산 만들기)
학교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44
지도교사
강동욱, 황남훈

학생구성원
곽동길, 김나연, 김소혜, 김수빈, 이지연, 오희정, 이승원, 박나연
정재희, 최은채, 김하연, 송재혁, 강승리, 황후성, 김도희, 지소민
김은지, 이다빈, 김기윤, 송찬이, 정민지, 서성원, 김주연, 정승훈
김민규, 김지현, 박재혁, 조 빈, 이용석, 강민경, 강승연, 김민준
최지원, 김정원, 최은선, 최지원, 허아영, 김민지, 오채은, 한동윤
전지훈, 김동영, 강경민, 정지인, 이동영, 최수경, 서상민, 오나연
양지원, 윤제경

협력파트너 : UN기념공원 관리처, 부산지역 유네스코학교
부산유네스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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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에 있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UN 기념공원을 널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점점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더불어 사는 삶이

리 알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의 작은 불씨를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마음에 평화의 마음을 쌓을 수 있는 살아 있는 교

한, 학교 전체적으로도 UN 기념공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합참배활동을 통하여

육의 전당이 바로 UN 기념공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산과 바다가 함께 있

부산지역 유네스코학교에도 이 정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는 아름다운 도시인 부산은 한국전쟁당시 피난민들이 크게 성장시킨 도시로

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갖게 되고 앞으로 다

서 이 지역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시는 전쟁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

한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명성과 걸맞지 않게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
유산이 없는 지역이다. UN 기념공원이 전 세계인을 위한 평화의 교육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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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 내가 먼저 나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일어나지 않는다.
•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자.
•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중함을 알자.
• 배운 것들은 주위에 전파하고 잊지 말자.
• 나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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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구촌 교육지원사업 홍보 캠페인(Do Dream 캠페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인, 장애인, 아동 인권보호 캠페인

2017년 5월 25일(목), 세계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2017년 8월 6일(일), 매년 실시했던 유네스코학교 연합캠페인을 실시하지 않게

다양한 방안을 학생스스로 탐구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세계의 미래를 책임

되어 남성여자고등학교와 함께 남포동을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의 캠페인 참

질 교육을 논의한 것만으로도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여 장려를 위한 플래시몹 댄스 공연,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안내판 제작, 시민들

아이들이 기초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웠다.

의 의견이 담긴 스티커 붙이기,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
으로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을 뿌듯하게 느끼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연
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UN기념공원 참배활동
2017년 6월 6일(화),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
열들을 기리는 UN 기념공원
참배를 진행했다. 매년 실시하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9월 16일) 기념 캠페인

는 행사이지만 행사 후에 학

2017년 9월 15일(금),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생들이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홍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의견을

보 안내판, 오존층의 실태에

내었다.(유네스코 신문 기고)

관한 퀴즈 대회 등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에게 오존의 중요

현충일 캠페인

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6월 15일(목), 2017 현충일, 한국전쟁 및 UN기념공원 알리기 캠페인은
교내에서 진행하였다. 많은 학생들의 한국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
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

국내외 세계 문화유산 소개 및 Turn Toward Busan 홍보
2017년 11월 9일(목), 교내 반크(VANK) 동아리와 연합하여 세계문화유산관련 기

다. 한국전쟁과 UN 기념공원

관 안내, 국내외 세계문화 유산 홍보 안내판 제작, Turn Toward Busan(유엔참

관련 안내판을 제작하고 퀴즈

전용사 국제추모식) 홍보 안내판 제작, 학생 홍보를 위한 이벤트 활동을 실시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였다. UNESCO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인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해 자세히 알

참여를 유도하였다.

게 되었고 세계 각국의 유산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2017년 해양스포츠 체험 및 클린바다 캠페인 행사
2017년 7월 15일(토), 부산 영도의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한 클린바다 캠페인
과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부산지역 유네스코학교 학생과 유네스코학생회 소속
학생 100여 명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다. 교내가 아닌 외
부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좋았고 해양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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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연합하여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알릴 수 있는 기회나 행사가 있으면 이를 공유하는 등 타 지역 학생들과 상호교

이전에는 캠페인 활동과 같이 큰 활동을 진행할 때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

류를 하였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교

곤 했는데, 1년 동안 동아리 부원들과 같이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캠페인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외 캠페인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주체적으로 캠

시민들이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공감할 수 있고 보편

페인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진심어린 태도로 바라보

적인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전보다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영역

될 것이다.

에서의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시민은 더 이
상 남의 이야기,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 ‘나’ 그 자체가 되어 이제는 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계시민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프로젝트 주제 중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지원사업 등 다소 생소한 주제가 있어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과연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평화’였다. 따라서 우리는 모

원사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만무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타 학생들이 이 주

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지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낙오자가

제에 대해 흥미를 가질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학

없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였다. 비록 우리가 다룬 것은 세계

생들은 그 배경지식을 습득하고자 다양한 매체로부터 자료를 얻는 등 적극적인

적인 문제였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관 또한 변

모습을 보였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생소한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

화하여 비단 캠페인을 진행할 때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평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 힘들었던 것은 동아

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반 분위기

리 학생 수가 많아 원활한 진행과 관리가 다소 힘들었던 것인데, 시간이 점차 지

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나면서 별도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프로젝

서 호기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 그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트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해 주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였다. 내 생각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아
닐까 생각한다. 솔직히 학생 몇 명이 그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은 아주 힘든 일이므로 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대해 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고, 학생주도적인 프로젝트이니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만큼 프로젝트에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게 해야 할까요?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전국에서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전국 각 학교의 청소년 세계시

타 학생들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그 활동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마음이다.

민, 즉 각 학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프로젝트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차세기 범세계적 리더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은 전 세계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김정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세계의 미래이다.”
성장하여 세계시민의 주축이 되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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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을고등학교

함께해듀오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1002번길 73-29
지도교사
안희표

학생구성원
김영웅, 김지오, 김수민, 고주영,
이준엽, 권태경, 신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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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풍물시장, 강화 5일장, 새우젓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을 홍보하여

우리의 프로젝트 ‘함께해듀오’는 강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먹거리를 알

활성화하여, 다양한 사람 간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 강화도는 강화섬쌀, 고구마, 순무, 새우젓

•	강화지역의 맛있는 식당들을 조사하여 공유함으로써 학교 학생들이 방문할 수

등 다양한 특산물을 바탕으로 풍부한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지만 외지인에게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강화 거주민 또는 외지인에게 홍보한다.

잘 홍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농촌 지역으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
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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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한 방법은, 강화도의 음식 문화와 놀이 문화를 청년의 입장에서 서술하

• 강화도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참여하기

고 홍보하는 일이 아닐까 해서 강화맛집지도 및 놀이문화공간 지도를 제작하

• 강화도 내 맛집 탐방하고 별점 매기기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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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4월 22일, 고려산
강화 진달래 축제에 참석하였다. 벚꽃과 진달래가 활짝 핀 고려산 산길을 걷고,
하산하여 모두가 함께 맛집에 방문하였다. 함께 밥을 먹고 보고서를 쓰며 서로
친해진 것 같아 좋았다.

지도만들 보고서 기록
2017년 5~9월, 각자 팀을 이뤄 자신이 사전조사한 맛집(소문난감자탕 외 15곳)
을 방문하였다. 예상외로 맛있던 집도 있었고,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실망스러
운 곳도 있었다. 지도를 만들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고서에 상세히 기
록하였다.

지도를 제작
2017년 9~11월, 우리가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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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이라는 주제가 가진 한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주체들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그

나 스스로가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떤 일을 실천해야 하

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 또는 옆 학교인 동광중 학생들과 힘을 모아 결과물을 낼

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국내 뉴스만을 주로 읽었다면, 지금은 국내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토의하고 있다.

뉴스와 국제 뉴스를 함께 살펴보고, 국내의 뉴스도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매달 배송되는 유네스코 뉴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첫째로, 어떤 지도를 만들지 합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여러 번의

아직 지도 출력 전이지만, 강화맛집지도를 배포하면 지역사회가 조금 더 활성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행사날 학교에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 학교를 찾아주

둘째로, 함께 모여 지도를 그리는 시간을 잡는 것이 어려웠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시는 손님들께 지도를 드리면 그분들께서 맛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강

해결했는데, 첫 번째로는 긴 시간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자료를 짬짬히 정리하

화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고 가실 수 있으실 것이다. 다만 우리 지도의 소개 범

여 전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용병’을 구하는 것이었다. 비록 온새미로는

위를 주로 ‘식당’으로만 한정지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은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도를 제작해서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브리핑하며 함께 생

시간을 만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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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각해볼 거리를 던져보고자 한다. 세계 곳곳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친구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높았던 문제를 중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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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동아리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간은 3월-4월 초 사이인데, 그 이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에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책자가 배송되어서 아쉬웠다. 조금 더 일찍 받

게 해야 할까요?

아보았더라면 우리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었을

자람도서관, 강화군청 등 곳곳에 우리가 제작한 지도를 배포함으로써 주변 학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 및 지역과 소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은 우리 학교 밖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다. ‘강화 맛집 탐방’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듣기 좋은 말이다.”
산마을고등학교 이준엽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상생하는 우리이다.”
산마을고등학교 권태경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동식물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산마을고등학교 김수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배려와 관용이다.”
산마을고등학교 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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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고등학교

지역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너나들이 프로젝트
학교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84
지도교사
문윤주, 이금영

학생구성원
김진희, 이서현, 김순오, 윤성원, 박다희, 이한민
홍길준, 박주영, 박 정, 정세창, 김진수, 강훈승
임세희, 서우영, 김동명, 최호인, 김세연, 김의신
오혜림, 박지휘, 정윤경

협력파트너 : 삼호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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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THINK GLOBAL!! ACT LOCAL!! 세계시민의식은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 지역사회의 문화와 세계 문화를 서로 조화하는 공존의식을 넓힐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앎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대해

• 지역사회 다문화인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 환경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다. 우리 지역을 빼고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 세계의 문제 상황을 알고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그리고 알려야 할 문
화와 자연환경이 많이 있지만 널리 알리지 못하여 지역에 사는 우리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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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다른 지역 및 외국인들도 잘 모르고 있다. 세계를 알고 문화의 공존을

다문화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에서부터 ‘문화 공존’이라는 유네스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대해 알고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의 가치를 작은 실천을 통해 공유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계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넓히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액션을 생각하고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지역을 바탕으로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문화 공존의식을 높이기 위한 액션

나의 변화를 통해 학교를 바꾸고 학교가 변하면 지역사회가 변한다. 유네스

• 다문화 캠페인 및 봉사활동

코의 가치인 평화의 실현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며,

• 지역사회 알리기 및 참여

이 태도는 자신이 발 딛고 선 지역사회를 알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참여 활동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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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인 대상 지역사회 알리기 UCC 제작

교내 다문화 요리 대회 개최

다문화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에서부터 ‘문화 공존의 가치’를 작은

다문화 센터와 연계하여 요리대회를 개최하여 다문화에 대한 앎의 기회를 갖게

실천을 통해 공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알리기 UCC를 제작하여, 3개국 언어로

되었다. 다문화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음식뿐만 아니라, 그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자막을 달아 배포하기로 하였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깊이 있는 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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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캠페인 활동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를 수용하는 학교 문화

다문화 센터 연계 활동

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였다.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인 ‘문화 공존’의 가치를 일

전남 서부권 대표적 다문화 지역인 삼호읍의 다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

깨우기 위하여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삼호고등학교 유네스코 선언문을 배포하

역 다문화 지원 센터와 MOU를 맺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봉사활동을

고 서명을 받아 유네스코 활동이 전학교의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였다. 또한 다문화 배경 아동 멘토링을 통해, 학습 및 생활환경 지원 활동을
하였다.

유네스코 카피라이팅(COPYWRITING)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한국문화 멘토링

-‘틀림이 아닌 다름, 다름이 아닌 닮음’

교내 다문화 학생 멘토링을 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어

전교생이 참여하는 카피라이팅(표어 만들기)를 주최하였다. 친구들이 스스로 표

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

어를 만들어 봄으로써 유네스

움을 주었다. 그 결과 두

코의 가치를 체험하는 소중한

명의 다문화 학생이 한

시간이었다. 이번 카피라이팅

국어 능력시험(TOPIK)에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문구는

서 4급을 획득하였다.

‘틀림이 아닌 다름, 다름이 아
닌 닮음’이다.

391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템플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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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문화유산 탐방 및 자연환경 탐사를 위하여 도갑사 템플 스테이를 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였다. 템플스테이와 월출산 숲 체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프로

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또 그 결과로
얻게 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경험이 되었다.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UCC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는 같이 해야 할 존재로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이
해를 높일 수 있었다. ‘레인보우’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다양성을 인정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끌어낸다. 우리의 서툴지만 작은 몸짓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무관심하셨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학교도 많이 변화하였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및 환경 문제

문화 공존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미래의 핵심 가치인 문화공존

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벽신문
만들기’, ‘다문화 영화제’, ‘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CCAP)’을 주최하였다.

게 해야 할까요?
삼호읍 다문화 지원센터의 도움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우
리학교 외에도 인근에는 유네스코학교가 많다. 이 학교들과 연계하여 활동하면
더욱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학교에서 인근 학교로
확대된다면 유네스코의 가치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의 유엔총회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삼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각 나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모의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유엔총회를 통하여 국제적 문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호응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담당 선생님의 도움과

화적 해결방안을 생각하여 보

동아리 부원들의 참여와 의지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처음

는 시간을 가졌다.

에는 무관심하던 친구들도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적극적 참여로 바뀌어
갔다. 동아리 활동과 자율활동 시간에 유네스코 이벤트를 많이 열 수 있도록 해
주신 교장선생님의 배려도 큰 도움이 되었다.

무비데이 및 드림캠페인
유네스코 무비데이에 참여하여 저개발 국가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SNS 캠페인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공정 무역 및 아프리카 교육환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경 개선을 위한 유네스코 드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캠페인’을 공정무역 회사인 ‘아

동아리 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도

름다운 커피’와 연계하여 실시

와주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하여 기부금을 유네스코에 기부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활동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유네스

하였다.

코한국위원회 선생님들도 지방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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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교외체험학습 장소를 ‘세종-충무공 이야기’와 ‘다문화 박물관’, ‘이태원 경리단길’

있나요?

로 정한 것도 그 이유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상당고등학교 유네스코는

해하는 태도를 가진 후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는 의미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각 나라의 경제, 생활방식, 종교 등 다문화와

였다. 그 후 골든벨 캠페인으로 활동을 이어나가 상당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의

세계화에 관련된 소재들을 이용, 퀴즈형식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생들 뿐

미를 알리는 것을 중점에 두었다.

아니라 선생님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문화
를 이해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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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그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우리는 ‘세계화’, ‘다문화’를 기반으로 캠페인과 다양한 유네스코 활동을 진행했다.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진행하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바로 실천 약속이며, 그것들을 지키며
항상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안전을 중요시하였다. 항상 의욕과 열의를 다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아리 유네스코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다치지 않는 활동을 1순위로 삼아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네스코

지구와 다문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국민 인구의 작은 표

가 참가한 용천제 활동 때 일본의 문화를 배우려고 일본의 음식인 ‘타코야키’를

본이라 할 수 있는 한 학교 내에서부터 그에 맞는 교육을 하였다. ‘글로벌 시

만들기 위해 화기(火器)를 사용하였지만, 활동 전 날에 모여 안전사항과 유의사항

대’,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는

을 교육받고 활동을 선생님 지시에 따라 예습하여 활동 당일 안전하고 모두가 재

지금 세대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변화에 맞추어 조금이나마 발전해나갔으면

미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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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주변부터 하나씩 변화를 실천하였다. 모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 캠페인

든 것에 일격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유네스

9월 20일,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는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주제

코의 존재와 유네스코의 활동을 알렸고, 유네스코 부원들만이 아닌 학교 학생들

로 하여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

누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으로 언론으로도 쉽게 학생들과의

다. 홍보물을 활용해 사전에 미리 게임 진행 방법과 종목 이름을 알려 학생들의

캠페인 활동, 그리고 교외로 범위를 넓혀서 서울에서 '세계화', '다문화'를 주제로

주목을 이끌 수 있었다. 평창으로 이행시 짓기, 네 글자 퀴즈, 픽토그램 퀴즈 총

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유네스코를 홍보하는 것부터 시

3가지로 게임을 구성하여 진행하여 올림픽 종목을 쉽게 알릴 수 있었으며 올림

작해서 교외로까지의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다.

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이번 캠페인 활동으로 올림픽

세 번째로는 모두가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유네스코 활동을 진행하자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화합의 장’

것이었다. 유네스코 활동을 유네스코 부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 동계올림픽을 알림으로써 다문화와 세계화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네스코 부원들 외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학생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을

계기가 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내고 후에 우리는 학생들이 쉽게 참여하고 유네스코와 가
까워질 수 있는 단합된 활동을 계획하였다. ‘세계화’와 ‘다문화’를 주제로 OX골
든벨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적인 캠페인으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고, 세계인들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다양한 테마의 퀴즈
나 게임을 통해 유네스코의 캠페인을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실천약속으로 유네스코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세계화’와 ‘다문화’의 대
한 긍정적인 인식과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었고, 원활하고 재
미있는 유네스코의 활동을 이룰 수 있었다.

지구촌 (교내) 불끄기 운동
교내 불끄기 운동은 유네스코 부원들과 함께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점심시간
동안이라도 전기를 아껴 지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이다. 곳곳을 돌아다
니다 보니 학생들에게 혹여 불편을 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컸지만 다들 이
해해주며 불을 꺼도 된다며 흔쾌히 승락을 해주었다. 이런 뜻깊은 행사 덕에 평
소에는 여러 일을 하며 까먹게된 활동을 매월 하게 되니 집에서도 가끔 불을 끄
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

상당고 학생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기는 축제, 용천축전
7월 16일 용천축전 첫째날 상당고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이 중심이 되어 유네
스코 부스에서 일본음식체험 및 문화체험장을 열었다. 딱딱하게 즐기는 문화체
험이 아닌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사먹던 타코야키를 부원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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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활동도 하였다. 환경오염, 범죄, 인종 차별 등 여러 동시다발적 상황 속
에서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 합리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년의

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며 현실 문제

한번뿐인 축제를 통해 즐기면

속에서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세계

서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해볼 수

시민의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었다. 또한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틀림이

진행과정 속 빛난 부원들의 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다른 문화를

정과 본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200%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존중하는 세계시민이 된다.’라는 다

있었다. 부스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단순한 축제의 즐거움을

문화 선언문도 작성했다. 우리는 세

넘어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었다.

계시민여행을 통해 여러 세계시민의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상당고 학생들이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을 구매하여 먹어보는

식에 대해 배우고 깨달아가는 정말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세계화 및 다문화 교외 체험 활동
2017년 5월 20일 세계화 및 다문화 교외 체험 활동으로 서울에 위치한 다문화
박물관과 세종 이야기와 충무공 이야기라는 전시관과 이태원에 방문하여 활동

2017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일본어&중국어)

을 진행하였다. 다문화박물관에서는 여러 나라의 문화들과 역사를 알 수 있었

• 상반기 : 2017년 6월 9일

고, 세종 이야기와 충무공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위인인 세종대왕과

• 하반기(1차) : 2017년 10월 26일

충무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태원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 하반기(2차) : 2017년 12월 22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활동을 했다. 이번 교
외 체험 활동을 통해 외국의 문화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도 더
자세히 배우고 외국인들에게 직접 자기 나라의 문화를 소개받고, 우리나라의 문
화를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7 일본 유네스코 자매학교 본교방문
• 초청 일시 : 2017월 11일 20일(월)~24일(금)
•	초청 대상 : 일본 오사카 교육대학 부설 이케다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교사
2명, 학생 8명)
• 내용 : ESD 토론 및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

세계시민의식 고취부터 다문화 선언문까지, 세계시민여행
2017년 6월 9일~11일 2박 3일의 기간 동안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유네스코 평
화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시민여행에 참여하였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권, 환경, 교육 문제 등 여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우
리가 세계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
하여 스스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 강의를 듣고 세계시
민의식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짐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를 다루며 우리가 가져야 할 시민의식에 대해 배우고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여러 문제상황을 가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토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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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질감을 벗어버리게 도와주고, 또한 지역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회와의 소통을 도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유네스코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할 때 큰 의욕을 갖지 않았고 머뭇

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세계화로 인한 문화다양성 확대에 마음을 열고

거렸었던 때가 많았다. 하지만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

받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변했다. 또한, 유네스코 멤버들 뿐
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다. 유네스코 활동이 항상 좋은 목적과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점에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긍정적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인 생각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 것 같다. 활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1년 동안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학생들

이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른 책임감

의 캠페인에 대한 참여도이었던 것 같다. 세계화 및 다문화에 관한 여러 문제들

도 많이 갖게 되었다. 유네스코 동아리는 캠페인 활동을 한 개 두 개씩 할 때마

을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에는 골든벨 문제를 듣고

다 후기를 쓰는데 그 후기를 쓰는 것이 했던 활동을 뒤돌아보고 아쉬웠던 점들

맞추는 과정이 보다 공개적이어서 그런지 참여하는 학생들만 하고 특히 1학년

과 만족스러웠던 점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항상 개선할 점들을 알아갈 수 있었

친구들의 참여도가 가장 낮아서 아쉬웠다. 상품을 준다는 말에 참여하는 학생들

다. 이렇게 후기를 쓰면서 더욱 발전된 나를 볼 수 있었다.

이 늘어났지만 좀 더 여러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외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았다. 골든벨 캠페인도 학생들의 참여도가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낮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했던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하지만 평

하지만 몇 달 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했던 캠페인에서는 예상

학교내에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고, 그 주제가 다양했던 만큼 학생들이 유네

창올림픽이 주제였던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 방법이 쉬워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

스코 동아리의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 적합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자연

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창올림픽 캠페인이 좀

스레 우리 상당고등학교 유네스코는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철저

더 간단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신서유기라

한 사전조사와 사전준비에 힘을 쓰게 되었고, 그 결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

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방법을 이용해서 그런지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과를 미칠 수 있었다.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골든벨 캠페인을 진

것 같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

행해 학생들에게 다문화의 중요성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

이 더 많은 흥미를 가졌던 것 같다. 또한 평창올림픽에 관해 평창 이행시도 진행

고, 평창올림픽 캠페인을 통해 세계인의 화합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 그 예이다.

하였는데 이 또한 캠페인에 참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참여방법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해한 다문화와 세계화를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고등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다.

학교 유네스코에게도, 상당고등학교 학생에게도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심는 데에 꽤나 큰 의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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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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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많

게 해야 할까요?

이 느낀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식에 변화를

지역사회와 소통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인 서

주는 것에 효과가 있을까?에 관한 의문이었다. 물론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

울 이태원에 가서 외국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게된 것이다. 우리는 이태원으

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주제에 맞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나름대로 만족스러

로 가서 외국인을 인터뷰하고 서로가 다른 문화의 관점을 공유하며 이태원이라

운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속성에 관해선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세계를 변

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의 공간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며 그 작은 지

화시키기 위해선, 지역사회가 변해야 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역사회 속에는 많은 문화가 녹아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울 점이 많았다. 그

개인이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

전에 우리는 우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를 연습하였

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단

고 설문과 질문을 하기 위한 연습도 겸했다. 목표는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

순 목표 성취지향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개개인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

려준다는 생각보다는 한국이란 대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무슨 역할을

가짐이 아닐까 싶다. 또한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하는지 그들 스스로 생각해보게끔 도와주는 것이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끈기 있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

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등 적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자랑

하지 않으며 천천히 변화할 수 있게끔 기다리며, 그 결과가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것을 경청하였다. 그들 역시 우리만큼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며 우리는 그

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진행이 된다면 보다 발전된 방

런 자랑에 동조하며 문화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존중은 외

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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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파트너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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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선생님들은 이를 확인

요즘 학교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학생인

함으로써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선생님

우리 또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

께 감사했던 이야기를 모두가 함께 들으면서 자신이 몰랐던 선생님의 따뜻함을

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대드는 등 더 이상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신뢰하

발견하고 훈훈한 사제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지도 않는 모습이 보이고,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간다.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학교에는 교과목 선생님들 이외에도 우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며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이 있다. 교문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안전지킴이 선생님부터, 점

인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심급식을 배식해 주시는 배식 아주머니, 우리가 깨끗한 공간에서 머무를 수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제정의’라는 주제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다. 학생

있게 늘 열심히 청소해 주시는 청소 아주머니들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

들에게 지역화폐를 알리고, 이를 활용한 실제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유경

해 애써 주신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분들께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인사 한

제(지역화폐 시스템)의 효율성과 장점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한다.

번 드리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는 노원(NO-WON)이라는 지역화폐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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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화를 이룩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1. 감사의 말

마련된 시스템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지역화폐는 사람이 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복도에 학생들이 선생님께 전하고 싶었던

여하고 사람이 경제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인데도 인식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감사한 마음을 글로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자유게시판 등)을 마련해 지나가는

있다.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397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2. 감사사연 라디오

감사의 말

4월 28일부터 상명 유네스코 동아리 facebook(페이스북) 계정으로 재학생들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1층 교무실 앞에 자유게시판을 설

게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감사했던 사연’을 공모받고 우수작

치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선생님들께 말하지 못했던 감사한 일들을 포스트잇에

은 상품(간식)을 지급한 뒤에 방송부에서 진행하는 점심방송 때 소개한다.

적어 줄에 매달아 놓았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학생들은 글을 적고
상품으로 젤리를 받으며 즐거워했고, 선생님들은 지나가다 보시고 자신의 이름

3. 인사합시다

을 찾으면 행복하고 뿌듯한 얼굴로 글을 읽으셨다.

•	설문조사 : 점심시간에 우드락에 ‘급식실 배식 아주머니·청소 아주머니·안

학생들에게 그동안 선생님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전지킴이 선생님께 인사하시나요?’의 질문에 대해 YES/NO로 스티커 붙여

해줌으로써 상호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응답
•	점심시간에 간이부스 설치 후 급식실 배식 아주머니·청소 아주머니·안전
지킴이 선생님의 3개 파트로 나눠 편지쓰고 상품(사탕 등) 받아가기

인사합시다
수업시간에 만나는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

•	‘급식실 배식 아주머니·청소 아주머니·안전지킴이 선생님들께 인사합시

시는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갖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교문 안전

다’ 라는 내용의 포스터 제작 후 급식실 줄 서는 계단 벽과 복도에 부착

지도를 해 주시는 방호원 선생님, 중·석식을 배식해 주시는 급식조리종사원님,

• 일정 시간 경과 후 재설문(+소감문)

고장난 설비를 고쳐주시는 시설과 선생님들 등 몇분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

4. 경제정의 카드뉴스

이후, 학생들의 좀 더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

학생들이 자주 찾는 화장실의 소변기 앞, 휴지통, 대변칸 문 안쪽 등에 매달 1개

는데, 강의식 설명과 여러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과 열렬

씩 경제정의에 관한 간단한 상식들을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작해 부착한다.

한 관심이 이어졌다.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고 이에 관한 포스터를 제작해 교내에 게시했다.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노력에 관
심을 기울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감사사연 라디오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감사했던 사연을 간단한 양식(좌측 사진)에 써내면, 이들
중 우수한 사연을 추려 교내 방송반에서 점심시간마다 진행하는 음악방송 시간
중에 라디오의 형식으로 방송했다. 이 점심방송은 전체 교실과 교무실에 모두
방송되기 때문에 전교생과 모
든 선생님들이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친구, 다른 선생님의 사연을 들
으면서 자신이 몰랐던 선생님
의 따뜻함을 발견하고 훈훈한
사제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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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간단한 경제용어를 5개 정도 선정해서 간단한 용어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이를 적은 카드를 교내 화장실 (소)변기 위에 붙여두어 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

•	내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인권’과 ‘경제정의’와 같은 것들을 더 자세

할 때마다 한번씩 보도록 했

히 알게 됐고, 내가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시민에 더 가까워질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소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또한 스스로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깊이 생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각해 볼 수 있었다.

‘경제’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	1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유네스코 동아리에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놀랐던 것은 모든 부원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학생

다는 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소극적이었던 나는 내 의견을 말하는데

들이 몇 개월동안 보면서 익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부원들의 도움으로 태

숙해진 이 카드들에 관한 퀴
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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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도가 점점 변할 수 있었다.
•	사실 유네스코 동아리에 들어가 ‘인권’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기
전까지는 한 번도 교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중학교 때 선
생님께 반항하는 아이를 봐도 단지 ‘너무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뿐, 교

지역화폐 바자회 상상제

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해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인권 중에서도

교내 축제 상상제(祥想祭)에서 프로젝트 내용을 전시하고 학생들이 즉석에서

특히 ‘교권’을 주제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권의 중요성에 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여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가상화폐 ‘상명

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통보‘로 바자회의 물건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	직접 ‘인사합시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사무직원분들의 업무를
알아가게 되었고, 그분들의 역할이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
게 됐다. 그리고 나는 항상 뒤에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만 할 수 있다
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나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	최근 학생 인권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인
권인 교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레인보우 프
로젝트 주제로 ‘교권’을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많은 친구들이
동의해 주었다. 사실 처음에 ‘교권’이라는 주제를 제안했을 때에는 이 주제를
심화시킬 생각보단 스승의 날 기념의 일회성 이벤트를 진행하는 정도의 생각
밖에 못했었다. 하지만 이를 학교의 교직원분들, 안전지킴이분들, 급식조리
종사원분들에게까지 확대해서 멋진 1년 단위의 프로젝트로 탈바꿈하도록 도
와준 유네스코 부원들이 너무 고마웠다.
•	거창하게 뭔가 변화시켰다기보다는 학교 친구들에게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
을 알리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인사합시다’ 프로젝트의 포스터를 급식실에 붙이러 갔을 때 영양사 선생님
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 찾아뵌 적이 있다. 그 때 영양사 선생님께서 좋은 취
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칭찬해주셨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주셨다. 그
리고 포스터 게시 후에 급식실에서 급식조리종사원 분들께 인사를 하는 목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워크숍 후에는 더 많은 인사소리가
들렸다. 급식조리종사원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정했
던 방호원 선생님이나 시설과 선생님과 같은 분들께 인사하는 목소리도 더
많아져서 매우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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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감사의 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친구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매우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생활을 하

단합력과 협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처음 선배들과 시작한 프로젝트는 ‘감사의 말’이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면서 겪었던 소소한 이야깃거리들부터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

들이 자율적으로 포스트잇에 적은 편지를 보드에 붙여 전시하는 일이었다.

은 일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게시판에 쏟아내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준 덕분에 프로젝트의 취지도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안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3개의 전지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양의 편지가 모

과 학생들 모두에게 잘 전달된 것 같다. 또, 평소에는 그저 ‘급식조리종사원’

일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프로젝트의 취지와 내용이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분들을 ‘급식실 아줌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 제대로 된 이름을 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고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인권’에 대한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변화를 통해 큰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소중한 기억이었다.

성공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	사실 ‘인사합시다’ 프로젝트는 설문 후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으로 프로젝
트가 끝나는 것이었는데, 설문도 장난식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포
스터의 효과도 우리가 생각한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로 했는데, 직원 분들이 인터뷰를 거부하셨고 시설문제로 며칠 동안 열심히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준비한 PPT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직원

게 해야 할까요?

분들께는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PP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지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도 우여곡절 끝에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나와 다른 친구들의 협동을 통

지역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많이 있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해 무사히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고 워크숍도 많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

동아리 부원들인데, 부원들의 주제에 대한 번뜩이는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여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형태로 다듬어지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제약

•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작년에 비해 미완으로 남은 것 없이 모두 완벽하

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화폐 바자회’ 준비과정이었다.

게 잘 끝냈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

상명고의 소재지인 노원구에는 노원(NO-WON)이라는 지역화폐가 있는데, 자원

던 것은 동아리 부원들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고, ‘인권=학교폭력’

이 순환하는 과정에 직접 녹아들 수 있고 순환경제와 공유경제의 가치를 매우

이라는 식의 제한된 관점에서 주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했

잘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 시스템의 가치를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많은 친구들이 주제를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바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상명고만의 지역화폐인 ‘상명통보’를 이용해서 물건을 살

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담겨있으면서

수 있는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아리 부원들 중에 대다수가 지역

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잘 기획했다고 생각한다.

화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사항이 생겼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노원구 지역화폐 관리국에서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 지역화폐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부원들이 지역화폐를 제대로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매우 원활하게 지역화폐 바자회를 준비하고 진행할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켜 주체가 되는 학생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많은 것을 배우고 이 프로젝트를 보는 다른 학생들도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항상 처음부터 끝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의

까지 학생이 주체가 되지만, 결국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우리가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내용과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더 큰

특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규모의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싹을 틔워 그것이

기본교육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자라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을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데에 그

모든 부원들이 다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그 부원들이 모두 레인보우 프로

칠 것이 아니라 지역, 국가,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까지도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

젝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를 낼 때에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취지와 맞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측에서 유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줬으면 좋겠다. 물론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고 동아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리 내에서도 선후배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가치를 배

•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나 과제를 진행하면 생각보다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필

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이 겸해졌을 때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요했던 것 같다. 또한 부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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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등학교

영어 디베이트 하계테마캠프 (영국탐방)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지도교사
강영애, 김종복

학생구성원
한지욱, 김기환, 신권우, 이유석, 최규호
이준성, 류제혁, 박정환, 이세민, 민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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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이슈인 기아, 전쟁, 핵무기, 지역화와 세계화, 테러리즘, ODA, 국제기구

•	국제적 이슈인 기아, 전쟁, 핵무기, 지역화와 세계화, 테러리즘, ODA, 국제

관련 내용 디베이트.

기구 관련 내용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도모, 빈민국과 강대국 간의

•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도모, 빈민국과 강대국 간의 균형 맞추기, 세계화 되

균형 맞추기, 세계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각 나라들이 적응하는 방법, 국제

어가는 사회에서 각 나라들이 적응하는 방법, 국제법과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다

법과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디베이트 활동을 하였다.

루었다.

•	세계 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어 디베이트 하계테마캠프(영국탐
방)를 실시해, 문화탐방 및 국제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	교내 영어 디베이트 대회를 통해 평소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이슈에 관
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기회를 가졌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Debate 수업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우며 영어 말하기에 대
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배양한다.
•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활동 및 토론 문화를 익힘으로써 다양한 관점으
로 사물을 보는 능력을 배양하며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
치관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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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5월 17일 사전수업

(3) Harrow House International School(2017년 7월 17~22일)

특강주제 : 영국의회 민주주의의 이해

탐방과 관련된 주제(ex-영국의 박물관, 스포츠, 인물 등) 조별 주제를 정하여 현

‘라운드바우트를 도는 산적과 말도둑(김웅진 지음)’을 미리 읽고 영국 의회민주

지에서 발표하였다.

주의에 기반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을 정리하고 현재의 영국 의회 정치의 특징을
배웠다.

(4) Visiting Oxford (7월 16일)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하여 크라이스트 처치 등 유명 단과대학과 건물을 탐방
하고 옥스퍼드에서 유학 중인 임종철 박사님의 유학 체험담과 옥스퍼드 대학에

5월 24일 사전수업
특강주제 : 튜더 왕조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
인 튜더왕조와 이 시기의 역
사적 인물에 대해 공부하였다.

영국탐방 (2017년 7월 13~22일)
(1) 영국의회를 방문(7월 15일) 하여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영국 의회식
토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발달과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현장감 있는 학습을 하였다.

(2) Harrow House International School (2017년 7월 17~22일)

(5) Visiting Oxford (7월 16일) 현지 가이드로부터 옥스퍼드 다양한 단과대학과

런던 근교의 Swanage에 있는 Harrow House International School에서 일주일

해리포터 촬영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동안 유럽 각지의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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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7박 8일의 영국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게 해야 할까요?

는 자고 일어나니 12시간이 다 지나갔을 정도로 몹시 피곤했다. 제한된 시간 내

• 지역 연합동아리 학생들과 사례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에서 최대한 알차게 탐방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녀서 그런 듯했다. 서먹하던

• 지역 신문에 활동을 소개하였다.

영어 디베이트 친구들도 일주일의 여행을 통해 훨씬 가까워졌고 선생님들의 관
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훨씬 넓은 학식과 견문 그리고 800년 전통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의 영국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단순한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참가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과정이 진행될수록 내가 다른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문화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영국뿐 아니라 다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고 준비과정에서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는 내용까

여러 나라에 대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지 책을 찾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조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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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던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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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모님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와 관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심도가 높아졌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학교나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 해외 학교와의 교류를 주선해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오렌지이다.”
까고 까도 계속 배워야 할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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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여자고등학교

우리 손으로 만드는 평화 2018평창 동계올림픽
학교주소
강원도 원주시 개운4길 25
지도교사
이정규, 신호근

학생구성원
여진희, 김희수, 황보유리, 이나경, 권미성, 이주연, 김희수
최유희, 최서희, 김보경, 진유경, 김보영, 신시진, 석지혜
손은아, 이은채, 안서윤, 이시진, 최보미, 김민정, 김재희
여진희, 권민정, 박예진, 최이슬, 김유민, 최선희, 전윤지
조나임, 권단희, 김가희, 구민주

협력파트너 : 원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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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위한 진로 목표 제고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있나요?

다문화 편견 해소 활동 및 학교 내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위한 선배와 함께 하는

우리 인근 지역에서 곧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고장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하양하고자 활
동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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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하여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 활동 및 봉사활동, 그들

상지 레인보우 프로젝트 동아리의 주된 활동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그들의 힘든 여건을 개선하고 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이다.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동계올림픽 홍보 활동, 매주 토

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표가 있다. 특

요일과 일요일에 문막에 소재하고 있는 원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함께 하는 공동

히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진로목표 의식 제고 멘토링 활동과 일반시민 다문

체와 원주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외국인지원센터-프렌즈에서 이주여성들

화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과 다문화가정 및 시설 방문 봉사활동을 이용하여

을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한글 교실의 교사

다문화와 관련된 편견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활동에

도우미 활동, 그리고 학교의 교내외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인식제고 대국민/대시

주력하고 있다.

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서 다문화 인권교육과 세계시민교
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제고하고 우리 모두가 국제시민으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하게 되는 많은 외국인을 위한 에티켓 함양 활동, 동계올
림픽 종목 이해 활동,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체 및 시설을 방
문하여 봉사활동 및 다문화에 대한 대시민 이해 캠페인 전개, 다문화 배경

404

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실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활동

‘동계올림픽은 (

곧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및 다양한 재료를 통

홍보에 대한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활

하여 동계올림픽 연관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을 진행하였다.

)다.’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홍보 카드 및 그림 그리기 활동 진행, 다양한 그림과 학생들의 아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홍보 자료 제작함으로써 학생들

디어를 통하여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응원 열기를 활성화하여 붐

의 아이디어와 동계올림픽의 붐업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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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업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과 플래시몹 제작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
동계올림픽 종목 이해하기 캠페인 활동 진행,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여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된 설명 자료 및 체험하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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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홍보 및 제작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역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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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유산에 대한 이해활동을 진행하였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동아리인 우리 다누리 동아리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더불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시설
방문 봉사활동 및 다문화에 대한 대시민 이해 캠페인 전개, 온라인을 통한 다
문화 편견 해소 활동 및 학교 내 다문화가정 친구들 멘토 역할 등의 다양한 활
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우리 곁에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는 자원봉사활동과 외롭게 생활하는 국내 거주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다가가
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여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그들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이 생소한 문화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있다. 근본적인 활동 배경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든 활동이 일방적인 도움
이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에 그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진정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 자료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통하여

언어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리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많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공교육 과정에서 많은 이탈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변의 일반 청소년 및 나아가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많은 다문화 가족이 자녀의 한글 교
실 도우미 교사역할을 통하여 주말에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자녀가 취학 이후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
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위한 봉사동아리가 생기게 되었으며 다문화 가정간
의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멘토 양성 활동과 결혼 이주 여성 및 아동, 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에 일조하였다. 다양한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 내 미취학 자녀에 대한 교육 준비
가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어려운 형편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
성 및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근래 들어 우리 사회은 국제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구촌 1일 생활권과 관
련된 이야기는 이미 10년전에 등장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세계화 글로벌 프로젝
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동아리와 학생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UCC, 플래시몹 활동, 골든벨 퀴즈, 포스터, 4자 컷 제작 활동, 슬로
건 제작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사람들과 우리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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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실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견 개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신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 기관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인 KOICA와 굿네이버스 등의 특강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정보를 이해하여 봉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사할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며 집중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예시 이외에 우리 지역에서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였다. 특히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활동에서는 관내 문화유적 답사 활동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과 여름, 겨울에 진행하는 동/하계 여름 캠프에 참가하여 한국 문화를 함께 체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험하면서 즐기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해가고 있다. 또한 매 월 1회 일반 요리를 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되 설날이나 추석이 끼어 있는 달은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명절 음식을 주제

정기적으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기관들의

로 다같이 잔치 분위기를 만끽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인식을

노력하고 있다.

같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과 관련된 교보재

격월간 교내외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및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및 재료를 지원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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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붐업 조성과 이후에 지속되는 국제 교류 활동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우리 학교이다.”
늘 우리가 다니고 만나는 친구, 선생님, 학교와 같이 우리에게 무척 친근한 관계이다.
상지여자고등학교 김보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점심시간이다.”
우리가 학교에 오면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고 항상 바라는 시간이다.
상지여자고등학교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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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여자고등학교

HAPPY TOGETHER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97번길 20
지도교사
백연희

학생구성원
조세은, 송가현, 이하영, 남다현, 배수빈, 최서윤
장서진, 주유정, 김소현, 김예지, 김수현, 김영원
이의선, 송채림, 전유정, 김하연, 이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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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 존중하여 앞으로 더 많은 다

한국이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의 성숙해진 의식에 따라

문화 가정이 생기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현

예전에 비해 확실히 차별에 관해서는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는 경제력만이 평가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지역,

단일민족국가라는 타이틀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

나아가 나라가 되어야 한다.

다. 하지만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계층에서는 아직도 다문화가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2015년 진행된 통계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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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면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278,036가구로 추정되며 2012년도에 비해 4.3%

서대전여자고등학교의 UNESCO 부원들을 중심으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학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다. 해마다 다문화가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교 및 가정,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약 1년간 진

관련된 의식은 그대로인 것은 더 이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나라

행하는 모든 활동은 동아리 부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안에서만 갇혀 살겠다는 의미와 같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은 사람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복지

무조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눈동자의 색깔이 다

향상을 주 목적으로 두었으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5월에 영상 시청, 피켓만들기

르다고 해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인간은 배척한다는 것은

활동 등을 통해 동아리 내의 분위기 조성을 하였다.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이 나아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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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eftover Lunch : 6월 19~23일

이를 통해 빈곤, 질병, 전쟁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을 이웃들에 대해 알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는 잔반 줄이

아가며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기 운동에 동참해 이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아리 부원들이 학우들과 선생님들
에게 과도한 잔반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고, 점심시간부

KOICA ODA 교육 : 10월 18일

터 피켓을 들고 학생들의 잔반 상태를 확인한 후 스티커를 나눠주며 스티커가

유네스코 동아리 실에서 KOICA OD A 교육을 진행하였다. KOICA에서 강사님

가장 많은 반은 간단한 간식 등을 제공했다. 실제로 이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는

을 초빙하여 동아리 부원들에게 글로벌 시민교육 및 개발교육을 시행하였고, 교

활동을 실행하기 전주의 잔반에 약 30%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이를 통

육을 토대로 학습한 내용을 학우들에게 설명함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해 우리가 한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이 한 층 더 성장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더 키울 수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있었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기아체험 : 8월 27일

서대전여고 UNESCO와 함께하는 세계 전통 의상 입어보기 체험

1975년에 호주 월드비전이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보

: 12월 29일

고 이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을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에

서대전여자등학교 축제인 ‘송원제’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문화를 체험하기

서 진행하였다. PPT와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세계 곳곳에 있는 지

위하여 세계 전통 의상 입어보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체험을 통하여 여

구촌 이웃들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토론 활동 등을 통해 문제에 대해 더 심층적

러 국가들의 전통 의상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착용해 봄으로써 각 국가들의 고

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유한 문화를 알게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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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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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우리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보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 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이 한층 더 성장하였고, 이 프로젝트
를 경험하고 적용해나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한 공동체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인식해 더욱 더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통해 내가 알지 못하였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이렇게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인식이 성장함으로써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No Leftover Lunch’를 진행하기 전, 간단한 캠페인 만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
대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피켓을 드는 것만으로도 육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잔반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피켓에 사용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된 잔반 실태와 경각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진해나가는 UNESCO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원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이 성장하게 되면서 매사에 더욱 더 적극적

‘서대전여고 UNESCO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기아체험’을 처음 홍보할 때, 오직

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동아리 부원들이 변화한 것을 계기로 기아체험, No

굶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편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더욱 활발한 홍보를

Leftover Lunch 등 여러 캠페인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활동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기아체험에 직접 참여해 본 학생

에 참여한 많은 학우들까지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기아체험

들은 기아체험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조금이나마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욱 활발한 홍보와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써 한 발 더 내딛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되었고, No Leftover Lunch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잔반이 약 30%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한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세상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제출한 학교에서 그 계획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정기적인 활동 보고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할 것 같다. 우리의 프로젝트 활동이

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학교, 친구, 지역사회 차원에서 방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라

끊임없이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고 생각했던 방법은 SNS 활동, 피켓이나 포스터를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제고하였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인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 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SNS의 경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 속도가

로젝트에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빨라 홍보하기에 효과적이었고, 피켓이나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색연필이다.”
색연필처럼 다양한 우리가 모여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세계시민으로써의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칠해주기 때문이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전유정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보일러이다.”
우리가 보일러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으로 따뜻함이 넓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작은 실천과 선행이 이어가면 전세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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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 세계화

있나요?

세계화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사안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세

• 평화

계화의 영향아래 있다고 생각할 때 세계화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으로서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학교 안에서 항상 논의되는 주제이

특히, 국제교류가 활발한 서울고등학교의 경우 자신이 원한다면 미국, 일본, 러시

다. 비록 우리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은 우리 주

아, 프랑스, 중국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내 환경

변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을 바탕으로 교내 모든 학생들에게 세계화의 의미와 세계시민의식의 의미와 필요

학교폭력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고 있다면 사건의 경중은

성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계시민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세계화의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흐름 안에서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갖춘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이 되는 데에

러한 의미에서 교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의미와 실태를 전함으로써 학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화라는 주제 안에서 현충원을 방문하여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책을 통해서 각각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세계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 축제인 경희제를 통해 서울고등학교를 방문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사적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신

하는 학생들에게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 대해

곳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느끼는 행복의 소중함과 평화의 중요

알리고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세계화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타 학교

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유산의 존재 의미를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문화유산을 보
존하고 알리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평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고등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부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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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

었나요?

반포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문화유산을 탐방하여 평소 정확하게 알지 못

• 평화

했던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유산과 관련

① 학교폭력 근절 교내 캠페인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또한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서울고등학교 교내, 아침 등하교시간 교문 앞, 또는 점심시간 학생식당

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하고 알리는 활동에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

앞에서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② 현충원 견학
현충원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참배, 묘역순례,
호국영화관람, 전시관 견학을 진행한다. 현충원을 견학한 뒤,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 세계화
① 학교 축제인 ‘경희제’를 통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로 하는 세
계시민의식 함양 홍보 및 교육
서울고 축제인 ‘경희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동
아리 부스를 제작하여 서울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학교에서 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학교 축제 ‘경희제’ 만들기 위해 노력

② 학교 간 연합을 통하여 외국인 초청 강연을 진행

경희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제 중 하나인 세계화를 바

여의도여고와 진행될 연합에서의 활동을 외국인 초청 강연으로 진행한다.

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방문객들에게 세계화를 의미를 알리고 각 국의 특징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진행까지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 모두가 참여하여 학교 축제인

을 유네스코의 이념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각 국과 관
련된 퀴즈와 게임을 포함한 활동들을 통해 배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프로그램을 만
들어 진행한 결과 경희제 전시부분 ‘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등학교 문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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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참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을 교내뿐만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 스스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는
데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동안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되었다. 좁게는 가족, 친구, 학교에서 넓게는 지역사회, 나라, 전 세계까지 주변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학교 시험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과 많은 학교 행사로 인해 교내 캠페인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부원들과 함께 논

유네스코 이념을 학생 수준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제시된 7가지의 활동 주제 중,

의하여 12월 중순 기말고사가 끝나고 등교시간에 ‘고운말 사용’에 대한 캠페인

몇 가지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활동 주제가

을 진행할 계획이다.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활동을 계획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다른 학교의

것과는 별개로 12월에 추가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은 이유는 모든 학생들

사례를 찾아보고 여러 차례 마인드맵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비교적 실천 가

이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편안한 심리적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메시지를 전

능한 활동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

달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다짐할 수 있는 것만으

해 유네스코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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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로도 작년의 ‘우리’보다, 새 학기를 시작하던 ‘우리’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변했
다는 것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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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프로젝트을 실행하기 전 주제를 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생각

우리 동아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동아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해보는 것을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부원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학교축제인 경희제를 통해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목표와 유네스코의 이념, 세계

과정에서 7가지 주제 중 우리가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떠오르지 않더

화의 구체적인 의미와 경희제에서 여러 국가 중 인도, 영국, 중국, 브라질을 선

라도 그 이후에 독서, 뉴스, 교과목을 공부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관련된 문제들

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유 등을 정확하고 의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이 있다면 주목하게 되고 다음 동아리 활동에서 함께 논의하는 기회로 이어지기

결과 경희제 전시부문 ‘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그 이후 유네스코 동아리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시민이 되는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한다.

에 들어와 유네스코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유네스코의 이

하지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이 4월 중순 정도부터인데 그 시기

념 실천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몇몇 선

는 동아리 부원이 구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주제와 실

생님들께도 유네스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으며 유네스코 뉴스를 함께 공유

천계획을 논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또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점

하는 분들이 생겼다.

이 10월 말인데 1학기를 보내고 2학기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프로젝트를 마무
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부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심리적인 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유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시기가 학기 말이라고 생각할 때, 프로젝트를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마무리 하는 시점이 12월 말이었으면 좋겠다.

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올해는 한 학교와의 교류와 학교 축체를 통한 유네스코 이념 알리기 활
동에 참여했다면 내년에는 다른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교 연합을 통한 유네스코 소식지를 직접 만들고 학교 게시판에 전시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학생들과 지역 사
회에 유네스코를 알리는 활동을 해보고자 하고 동아리의 이름으로 기부활동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부드러운 카리스마이다.”
서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학교 임조운

413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더불어 함께, 큰 희망을!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6
지도교사
정은주, 김수진

학생구성원
박윤진, 권예린, 김서현, 문지수, 서은채, 오수빈
오정택, 왕승재, 윤혜빈, 임권재, 전성욱, 조유진
김세은, 김예은, 김윤종, 김진형, 윤현준, 이다경
이진구, 장하늘

협력파트너 : 평화와 인권 전국연합회, 모야모협회
성북문화재단, 성북누리마실, 아름다운 커피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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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관계, 소

있나요?

득의 재분배, 복지정책 등 매우 다양하고 실천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비

본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급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

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 있어 그들과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돕는 자세를 익히고 있다. 이에 특수

하여, 이후 공정무역에 관한 강연과 토론을 통해 공정무역의 개념과 청소년의 역

교육 대상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일상의 다양한 인권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할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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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교에 다문화 학생들의 입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거에도 이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여러 해 동안 지속해 왔다. 특히

먼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장애인, 노인,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

2014년 11월 기준 성북구 다문화가족의 수가 1,867가구(총 4,555명)에 이르는

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 등을 개선하고

것으로 파악되어 이제는 엄연히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만

자 하였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

큼,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는 기본적 인권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고,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 지역

뿐만 아니라, 최근 심한 미세먼지와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을 경험하며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성북

또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려 환경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작은 변화

구는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과 같은 여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

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친구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어 그에 따른 환경변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특히 이면지 노트, 텀블러와 컵 활용 등의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홍보하여,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몸소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인식하고 실천하

마지막으로 최근 한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광고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

도록 돕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부와 소득의 재분배 등의 경제정의 달성을 위해

5월 13일

서는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각종 행사와 캠페인 참

2017년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 부스 운영에 참가하여 공정무역과 관련된

여를 통해 경제정의 달성을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

캠페인을 통해 공정무역을 쉽고 재

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미있게 전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의 피해를 생각해보도록 하여 공정

었나요?

무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가졌다.

불공정무역으로 고통 받는 세계인들

있는 기회를 주는 인권관련 게임을 해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인권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학교 축제 ‘선농제’에서 인권에 대한 관
심을 높이는 물총쏘기 게임을 통해 우리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인권

5월 21일

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북면展’에서 ‘누들로 만나는 문화

•	알뜰바자회와 이면지노트 판매 등을 통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

다양성’이라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였

들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환경

다. 세계화와 상호문화의 이해를 주

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는다. 또한 연합동아리 활동으로 ‘세계시민의

제로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맛보고 이해하며 알리는 시간을 가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CCAP), 세계음식과 관련된 부스 운영

졌다.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역사의 문화를 배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
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	세계 공정무역행사에 참여하고, 공정무역에 관한 강의를 통해 경제정

8월 6일

의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한다. 또한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가게에 방

서울&인천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과 연합하여 ‘세계시민의식 고취’라는 주제로 캠

문하여 공정무역 상품의 좋은 점과 필요성 등을 알리는 공정무역 캠

페인을 진행하였다. 학교별로 다양

페인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정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한 피켓을 제작하여 여의도 한강공

한다.

원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세계시민의 모습과 실천 방법을 알
렸다.

8월 25일
다문화, 인권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단어들을 쓴 캔을 물총으로 쏘아 떨어뜨리는 캠페
인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교에서 아깝게 버려지는
이면지들을 모아 노트로 만들어 축제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팔아 얻게 된 수익금을 기
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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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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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 출신 외국인 활동가분과 함께 코스타리카에 관한 정보와 역사를 학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습하고, 의상, 악기, 스포츠 등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 문화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바로 ‘우리’였다. 유네스코 활동에

체험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

관심을 가지고 모였지만 서로 하고 싶은 주제가 달랐던 초반에는 서로 어긋나
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 과정에

음을 갖게 되었다.

서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느꼈다. 진행을 하는 도중에는 “지금 잘 해
내고 있는 걸까? 이게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
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작은 실천 하
나하나가 나의 친구, 지역사회로 점차 퍼져서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연합동아리 활동의 하나였던 한강 캠페인, 이면지노트 판매 등을 통해 환경보
호를 직접 홍보하며 실천하였고, 인권과 관련된 게임을 구상하고 친구들을 참
여시키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의 소중함에 대하여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과 소득의 재분배의 중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고, 공정무역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캠페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많이 성장
했고,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다.

10월 18일
(재)아름다운커피 강사분과 함께 초콜릿 분배게임 등을 통해 공정무역과 경제
불평등의 개념,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원들과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토론 과정에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의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

축제기간에 동아리 부스로 진행했던 물총으로 캔 쓰러뜨리기 게임을 통해 친구

기 해 보았고, 11월 1일 실시

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권 침

하는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을

해와 관련된 글귀나 단어가 적힌 깡통을 탑으로 쌓아 물총을 쏘아 무너뜨리는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게임이며, 미약하지만 인권침해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가졌다.

대해 인식해야 함을 알릴 수 있었다.
연합동아리 활동으로 한강에서 캠페인을 벌일 때에는 한강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그들에게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 실제로 시민들이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거나 자신의 쓰레기를 가지
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누들로 만드는 문화다양성’ 부스와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어린 학생들에게 세계 문
화의 다양성, 공정무역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였다.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던 학
생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정무역 캠페인을 통해 우리 동네 가게의 주인분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요구하고 필
요로 한다면 주변의 가게들에서 공정무역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비록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인권, 공정
무역, 환경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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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참여해 본 ‘성북면展’에서 ‘누들로 만나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체
험부스를 운영한 것도 예상외로 성공적이었다. 부스를 운영하기 오래 전부터 동

게 해야 할까요?

아리 모임을 통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부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만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서울&인천 유네스코 동아리 부

고 재미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원들과 함께 연합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른 지역의 친구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은 공정무역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어느

들과 만나 각자 학교에서 진행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에 가서 홍보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부터 공정무역 제품을 어디서 대

더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량으로 판매하는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 과

우리끼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캠페인 활동

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배운 것이 많았다.

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알리고
인식을 함께 하는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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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전 의식이 부족해 처음에는 활동에 적극적으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로 참여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레인보우

기대보다 성공적이었던 것은 ‘2017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 부스 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등

영에 참가하여 공정무역과 관련된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전에 한 번 참여해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전교육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소책자 같은

본 경험이 있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

것들이 제공되면 좋겠다. 또 여러 지역의 학교들과 교류활동이 맺어져 더욱 많

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부스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은 것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묘목이다.”
바르게 자라나면 거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김윤종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원석이다.”
가공하기 전에는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가꾸면 보석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김진형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희망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의식이 있는 청소년이 미래를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윤현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촛불이다.”
하나일 땐 약하지만 모인다면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힐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임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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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것을 알게 되었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운동장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

있나요?

을 보아 쓰레기통과 빗물저장통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환경문제를 나의 행동습관부터 되돌아 보았고
더 나아가 학교 내에서 개선 가능한 환경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이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만 한 빗물을 모으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아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지구 온난화 및 환경파괴

되고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단기간이 아닌 몇 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화 현상은 증가하였고 특히 하계강수량이 높은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생들이 직접

우리나라는 물 자원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

참여함으로써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빗물의 유용함도 깨달았다고 생각한

인당 물 소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 낭비량도 많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

다. 학교 내의 이러한 작은 변화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우

면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양치할 때를 비롯하여 물의 소중함에 대한 학생들

리나라의 수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빗물 변기 및 빗물 저금통’

의 인식은 낮다. ‘블루골드’라는 말처럼 물이 금과 같아지는 시대인 만큼 우

시행을 통해 수돗물 사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 내 학생들은 물에 대한 소

리는 물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명인 ‘블루 골드’라는 말처럼 물이

학교 근처에 있는 문화재 ‘첨성대’는 관광지인 만큼 길거리에 다양한 쓰레기

금과 같아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로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떻게 이용할

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활동 범위를 넓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에 직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학교 내

접 전화를 하였다. 시청에서 담당부서를 연결해 주어 이 프로젝트를 이행하

에서의 캠페인을 확장시켜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기 위한 조건들을 내세웠는데 공식적인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라고 시청 측에서 답하였다. 이를 담당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고 프로젝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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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성원들 간에 토론을 해보았고, 해답을 멀리 찾지 말고 가깝게 찾자는 목표를

쓰레기통 설치는 5월 매주 토요일 3~4교시에 플라스틱과 일반쓰레기들을 구분

정하였다. 그 결과로 학생들이 생활 중 청소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하여 2개의 쓰레기통은 시내에 각 3장소에 설치하고 3시간동안 모아진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학교에 와서 분리수거를 한다. 5월 27일 마지막 수거 뒤 쓰레기통 설

빗물 저금통 색칠하기

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6월 3일~ 8월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화

5월 20일 빨간색 고무통으로 이루어진 빗물 저금통을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서

분을 만듦으로써 쓰레기 줄인다. 빗물저금통은 전교생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

예쁘게 색칠을 하였다. 페인트

는 캠페인이다. 학교 화장실 및 수돗가를 이용할 때 모두 해당되며 1년 동안 추

와 유성 물감으로 색칠을 하

진할 예정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조차 잘 알지 못

고 유네스코 마크도 그려 넣

하는 우리의 자세를 반성하고 물의 순환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우선, 학생들이

었다. 평범했고, 오히려 학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편 화장실에 소형 빗물저금통을 설치한다. 우리가 화장실

경관을 헤치던 고무통을 우리

이나 수돗가를 이용할 때 낭비되는 물의 양이 적지 않다. 이를 호수에 연결하여

힘으로 마스코트도 만들어 그

낭비되는 물이 그냥 하수구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물을 모아 재

려넣으니 정말 보람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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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하는 것이다. 모인 물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후의 물이라서 깨끗하지는
않지만 숯과 거즈를 이용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고 돌을 이용한 압력차로

빗물 저금통 완성

불순물을 걸러내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더

프로젝트 동아리회원들이 모여서 마스코트 물빵이를 만들고, 알림판을 제작하

나아가 빗물 저금통은 지붕, 우산꽂이 등에 내린 빗물을 작은 저장탱크에 모은

였다. ‘나는 빗물을 모아 여러 곳에 활용함으로써 학교를 비롯해 지역뿐만 아니

물도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물은 실제 작은 텃밭과 온실을 만

라 지구촌 환경의 무한한 지속 가능한

들어 그곳에서 식물을 키울 때 사용될 것이며 대청소시 이 물을 사용하여 수돗

발전을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와 함

가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줄일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여름에 장마철을 이용

께 전교생이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하여 많은 양의 빗물을 모아 빗물 변기도 시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장실 한

마음을 담았다.

칸을 따로 마련하여 빗물로 재탄생한 화장실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빗물 저금통 사용
학생들은 온실과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통에 빗물을 담아 가기도 하고 매일
화초에 물을 주는 학생들도 수돋물 대신에 빗물을 사용하였다. 청소 기간에 쓰
레기통을 매일 씻어야 하는데, 수돗물 보다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쓰레기통 씻기와 밀대걸레를 빨 때 빗물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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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설치 1

화장실 수건 설치

6월 17일 학교 주변은 관광지와

7월 22일에는 뒤샹의 샘 프로젝

시내 일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트로 화장실에 수건을 설치하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분리수거

다. 손을 씻고 사용하는 휴지를

를 직접 해보기로 했으나, 학교

만들기 위해서 수만 그루의 나

바깥에 설치하는 것은 실패하고

무가 벌목되는 것이 안타까웠고,

학교운동장에 쓰레기통이 필요

아나바다로 기증받은 수건에 학

한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안내

교 마크를 바느질 하여 붙여서

문에 거울을 부착하고 쓰레기투

학생들이 수거하고 세탁해 오도

기를 막아보고자 하였다.

록 하였다. 날씨가 추워져서 수
건을 사용하는 횟수가 더 늘어서
좋다.

쓰레기통 설치 2
6월 17일 동아리 모임에서 학교

Shoe Driver

에 두 군데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9월 25~29일 운동화를 기증받는 행사를 하였다. 학생들은 설문에 응하였고,

로 하고 파고라 옆에 설치하였

실제로 운동화를 빨아서 가져와 기증하였다. 기증받은 30여 켤레의 운동화는

다. 쓰레기는 계속 쌓여갔는데,

(사)글로벌에코비전을 통하여 개도국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

뚜껑이 없어서 비가 왔을 때 빗

으나, 중고품이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단은 이후로

물이 다 들어가서 난감했다. 분

미루기로 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리수거를 할 때에는 음식물을 제
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린 학생들
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인권 캠페인
5월 6일에는 학교 내에서 인권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맞
이하여 ‘Don’t Vote? Don’t Complain!’ 문구를 써서 스티커를 받고, 선생님들의
차에 붙이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을 뽑으라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투표권을 행
사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이었고, 우리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다음 대통령선
거는 반드시 참여해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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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저금통 컨설팅 실시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9월 28일에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엄영숙 교수, UNIST 사이언스 월든 파빌리언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윤빛나 연구원, 두경서 연구원, 임다은 연구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빗물 저금통

학교 내에서는 빗물저금통이 설치된 이후 학생들이 청소시간에 사용하는 많은

을 둘러보고, 적정기술을 이용한 필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연

양의 물을 빗물로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운동장과 작은 테라스 옆에 쓰레

구를 많이 하지만, 고등학교와 같은 실천력이 없다며 많이 칭찬하셔서 기분이

기통을 설치하여 확연히 운동장에 있던 쓰레기가 적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좋았다.

학생들이 협력과 도움으로 알아서 분리수거를 해주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
었다. 학교에서는 이 모든 활동들에게 ClassDojo라는 미국 상벌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Sunny Money를 받
을 수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도 동기부여가 되었다. 쓰레기통에 고이고이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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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버려질
빗물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좋았다.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미래세대와 현재 세대가 균형있는 발전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는 환경 선생님

시청 담당부서에 팀원들과 직접 전화하여 프로젝트를 원하는 장소에 시행할 수

5월 23일에는 인근의 중학교를 찾아가서 교실에서 일일 환경선생님이 되어 인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식개선에 힘써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햄버거의 숨겨진 진실(오수빈 외

하였다. 하지만, 계속 전화를 다른 부서에 돌려서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해서 힘

3명), 착한 경제 협동 조합을 아십니까?(이채영, 전희원), 운동화 나눔-Shoe

이 들었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거

Drive(박지원 외 3명), 버려지는 위기의 과일을 구하는 멋진 아이디어(류현희 외

니 안 된다고 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쓰레기통도 우리가 설치하고 분리수거

3명), 공장식 가축 사육은 필요 악일까?(전은우 외 2명)의 주제로 실시하였는데,

도 해준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3학년 언니들과 의논도 하고 고민한 뒤에 첨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호응을 잘해주셔서 정말 좋았다.

성대 문화재 관리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은 긍정적
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셨다. 하지만, 학교 담당선생님께서는 과거 선배들도 단
체에 이용당한 경험이 있다고 학교 안에 쓰레기통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보
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 아쉽게도 학교 안에서 실시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들이 소중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
다. 관공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
도에서 참여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게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청에
서 이런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함께 긍정적
인 영향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EM 나눔 행사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EM 활성액을 10리트 단위로 구입하여 전교생에게 나누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나비효과’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은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정한 친구들이

일부 학생들은 EM 흙공을 만들어 하천에 던지기도 하였고, EM비누 만들기도

있었다. 예체능이다보니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시간조차 부족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계속했다. 특히 EM 희석액으로 책상과 모니터 휴대폰을 닦았더니,

그 부족한 시간을 충족시키려 친구들이 따로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건의

광이 나면서 거울처럼 닦이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다. 하천으로 간 EM 흙공

사항을 말하였고 따로 전달사항을 들으러 찾아오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

이 물을 정화했으면 좋겠다.

다. 또한 예체능 친구들이 각기 자신의 재능을 살려 소개표지판을 만들거나 직
접 빗물 저금통에 그림을 그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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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운동장에 설치한 쓰레기통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안에는 음식물을 포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함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있었다. 조금은 심각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버려진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쓰레기들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고 쓰레기통 옆에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학생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의 올바른 참여를 적어놨었는데 전과 다르게 확연히 바뀐 것이 눈에 띄었다. 사

쓰레기통을 비우고 가능한 한 쉽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쓰레기통을 늘려야 한다.

소한 것이지만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분리수거를 하려 노력해 주어서 고마웠고

학생들이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하

그 이후로 심각할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고 따로 분리수거나 관리해 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학생이 되

그리고 빗물저장통의 사용빈도가 생각치도 못하게 높아 더욱더 의미 있었다. 처

도록 환경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하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개선에 관심

음엔 그저 고무 통에 불과하였고 지나가는 학생들은 빗물저장통의 용도를 몰라

을 가져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저 지나치기 일쑤였다. 그 모습을 보고 조원들과 함께 빗물저장통의 마스코트

좀 더 넓어졌으면 한다. 아직은 학교 내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캠페인을 지역곳

를 만들고 통에 그려 한눈에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였고 작은 표지판

곳에서 좋은 취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을 만들어 추가적인 부가설명을 더했다. 이후 빗물저장통의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공존의 선도자이다.”
무궁무진하고 다방면에서 열려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세계화에 동참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덕여자고등학교 손지양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배려를 기반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덕여자고등학교 임주연

422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할 수 있는 나눔!
학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2
지도교사
유지후

학생구성원
박미유, 조은비, 김효성, 송제희
오유정, 이유진, 임보라

협력파트너 : 세종시특별자치시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촌유치원, 늘봄유치원, 소담유치원
아이세상어린이집, 온누리어린이집, 이화어린이집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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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이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싶었

있나요?

다. 그리하여, 이 후 우리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프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정 젊은 자치단체이다. 직장을 따라 이

그램이 참여했던 학생들을 통해 더 확산되고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

주한 젊은 미혼 직장인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와 그들의 어린 자녀들

도록 하였다.

이 도시 구성원이다.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의
이입과 이에 따른 과밀이 두드러진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 교육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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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경우 생활 학군이나 학교를 도중에 옮기는 것에 많은

누가 : 	먼저 우리가(성남고 유네스코 동아리)가 시작하고, 이후 지역의 초등학교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육시설을 옮기며, 또 상급 시설로

저학년, 유치원 학생들과 연계한다.

옮기며 무용지물이 된 엄청난 양의 어린이집, 유치원 가방을 볼 수 있었다.

기간 : 2017년 3월 말~9월 말

먼저 충분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버려지는 것에 주목하게 되

어디서 :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었고, 아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어린 아이들에게 다른

무엇을 : 	지구촌의 현실을 소개하며, 부담없는 기부와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와 지구촌을 생각하며 나누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
각하게 되었다.

한다.
어떻게 : 집에 쌓여있는 가방을 필요한 해외 어린이들에게 보낸다.
왜 : 해당 시설의 로고와 안내가 있는 가방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누구와 함께 :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초등 인구 비율이 높고, 이동이 많아 버려

이 도시에 함께 하고 있는 더 많은 이웃들이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할

지는 세종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과 함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해 볼

께 한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싶었다. 또 나눔을 통해 나눔의 보람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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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이해학습 : 실천가능하고, 유의미하고, 확산가능한 프로그램 만들기

가방 수집

세종시의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100개가 훨씬 넘었다. 더위에 가방을 수거해 학교로 가져오는 과정이 힘겨웠다.

인구적 특징을 분석해 보고, 지역

비싼 교통수단에 대한 유혹도, 편리한 엄마 자가용의 유혹도 물리치고 오로지

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우리의 발품으로만 수거를 하기로 했다. 아낀 교통비는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들의 프로젝트를 설계해 보았다.

하였다.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유입, 특히,
젊은인구와 함께 이주해 오는 영
유아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주목
하고, 우리들의 세계시민여행 동
반자가 될 어린이들에게 모두 유
익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연계 기관 설득하기 : 지역 영유아 교육기관의 협조와 동참을 이끔
수십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락
하고 우리의 활동의 특징과 이유
에 대해 안내하였다. 그 중 9개 기

가방 점검

관에서 동참해 주었다.

닦을 수 있는 얼룩 등은 닦았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폐품이 섞여 온 적도 있
었다. 다른 곳에서 잘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몰라주고... 속상함도 있었지만,

홍보지를 제작하다 : 회의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좋은 일 하는 거라며 격려해 주고 이웃의 가방과 쓰지 않은 새 가방을 꺼내주시

가방 기부 활동 진행을 위한 활동 안내 전단지를 제작하였다. 문구, 색깔, 그리

는 분들도 있었다. 모아진 가방보다 참여의 마음 더 값지다고 느꼈다.

고 작은 그림 하나하나 모두 우리가 그리고, 정하고 만들었다. 이 전단지를 받을
학생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세종유네스코 한마당 참석

또 이렇게 모아진 가방을 활용하

세종시 내의 유네스코학교 연

게 될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만들

합행사에 동참였다.

고 고쳐서 최종 결과물이 나왔다.

이제 밖으로 행군
유치원, 어린이집의 평균 인원은
대략 원마다 200명 선이다. 전단

드디어 간다. 캄보디아

지를 전하고, 향후 모아진 가방을

가방의 포장을 마쳤다. 마땅한 상자를 구하다보니 모의고사 문제지 상자다. 이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또 안내하

가방은 캄보디아로 보내진다고 했다. 가방과 함께 동참해 준 모두의 마음이 함

였다. 고3이라 시간과 체력의 문제

께 전달되기를 바란다. 내어주며, 나누며, 행동하며 우리모두 성장하고 행복했음

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을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는 끝나지 않는 다음을 위해 또 계획할 것이다.

우리는 뿌듯하고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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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모았다. 그 결과 감사한 마음이 모아져서 백 개가 넘는 가방을 모을 수 있었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소통하기 위해서는 프로

유네스코라는 이름 아래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가

젝트의 의미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선명히 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고, 또 그가 실행됨으로써 세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전에 세계

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의 기억에 그 의미나 취지가 선

시민이란 막연한 정의에 불과했지만 한명 또는 여럿의 유네스코인으로 성장하

명히 남는다면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에

며 눈에 보이지 않고 옆에 있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물리적인 거리

의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 가족, 내 친구를 생각
하는 것처럼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걱정하고 도울 수 있는 자세를 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지게 되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처음 가방을 기부받기로 정했을 때 사실 모든 것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부를 받을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하자 어디서

캄보디아 아동들을 위한 가방 기부 프로젝트에서 가방을 모으기 위해 여러 유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만약 학교에서 기부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부

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가방을 모았다. 비록 프로젝트의 시작은 우리 동

를 받을 것인지, 기부 받은 가방을 어느 곳에 보관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부

아리 부원과 담당 선생님뿐이었지만 끝에는 가방을 기부해주신 수많은 어린이

분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함께였다. 수많은 가방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함

그래서 모든 일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부를 받

께 해주신 분들이 영향을 받았고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기대하는 것

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안내를 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때부터 모든

이 있다면 우리의 활동을 본 어린아이들이 유네스코 활동에 관심을 갖고 후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 일로 인해 구체적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와 같은, 혹은 더 훌륭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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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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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캄보디아 아동들을 위한 가방기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유치원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캄보디아 아동들에게 적합한 가방

느꼈다. 실제로 우린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가방을 기부해준 가정에 프로젝트의

이 바로 유치원생들이 가지고 다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가방이었기 때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정의 보답품을 전달하기로 했지만 결국 지원금이 모

이다. 도움을 받기 위해 근방에 있는 많은 유치원 10곳 이상에 사전에 연락을

자라 무산되었다. 모든 일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

해서 이 프로젝트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 드린 후 직접 발로 뛰어 가방을

한 지원이 있다면 유네스코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민들레 씨앗이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여기저기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청소년이라는 장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세계 이곳저곳에 유네스코 정신을 꽃피우기 때문이다.
성남고등학교 조은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꿈길이다.”
언론인으로의 꿈을 향하며 지구촌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함께 하는 국내·국외의 사람들에 대해
돌아보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며 더 나은 언론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성남고등학교 김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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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고등학교

Seize The Rainbow
학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251
지도교사
장현종

학생구성원
정연주, 정성윤, 정지웅, 서혜민, 강민성, 이소현
남윤서, 김용재, 김응범, 송찬하, 김서연, 고미서
김하경, 최시영, 노신화, 김서윤

협력파트너 : 세종 유네스코학교 협력 네트워크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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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예로 세종시 연기군은 중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거주하

있나요?

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리틀 차이나타운’이라 불리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는 우

우선 본교인 세종국제고등학교는 조화로운 국제적 리더십을 가진 인재를 육

리나라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순위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규모가 확대됨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속

으로써 아파트 건설, 상가들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환경

에는 세계문제와 국제정치와 같은 전문교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수

문제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업들을 통해서 아동,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난민 등의 세계의 인권 문제, 전
지국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해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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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및 문화교류, 국제교육을 통해서 다문화를 직접 체험한 뒤 이를 통해 많은 것

우리 동아리 IMAGINE의 기본적인 생각 바탕이 되는 데카르트의 말이 있다. 바로

들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 중의 국제법과 국제경제를 통해 경

“Cogito, ergo sum”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이다.

제정의에 대해 깊이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조금 더

이처럼 교육과정 특성상 교내 학생들이 위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 있도록 만들고 그 의식적인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하였을 때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와 경

더욱 더 가치 있는 사람과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학교 학생들과

제정의에 대해 깊게 탐구해 볼 수 있고 이와 연관지어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

세종시의 지역주민들과 세계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그 세계문제에 대해 각자의

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

생각을 가지게 되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뿐만

라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우리

아니라 나비효과로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학교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한 나라

의 지역과도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세종시는 최근 개발된 신도시로

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우리의 긍정적인 작은 변화

현재도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개발이 진행 중이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

가 모두의 마음에 변화를 주고 우리 사회에까지 변화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생활 속 사소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

나요?

록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나 볼펜 등의 물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스스로

세종국제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IMAGINE은 동아리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

환경 보전을 위해 행동하는 전교생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세

이디어들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지역 사회와의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기에

종시 지역 특성상 공공자전거 어울링, 쓰레기통 없는 도시 등 많은 환경 정책들

많은 사람들의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여러 가지 분야의 프로

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시 환경 정책 등을 살펴보고 4인 1조 총

젝트를 함께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끼가 더해지면서 함께 즐거운 프

4팀으로 나누어 환경 정책 하나를 정하여 정책에 대한 설명과 실제 현황, 앞으

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소논문을 작성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평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교과인 세계문제 시간에 배운 ‘평화 의식 함양하기!’라

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지역고유문화에 대해서는 전국 국제고 연합 학술제에 참가하여 전국 국제고 학

활동 또한 중요하지만 그 활동 전에 배경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생들과 각 지역의 특성과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토의하고 지역문화들

그러한 이유로 ‘I Am Malala’ 영어 원서를 읽은 후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의 다른 점들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통해 토의하고 알아갈 것이고 이후 유네스

된 원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토의를 한 뒤 이

코의 이념에 대해 소개하며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뿐

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기사 형식의 활동 보고서로 작성하고 동아리 IMAGINE

만 아니라 교내 동아리 Town Hall Meeting의 주최로 작년 인근 중학교에서 열

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했으며 각자의 내용을 포스터로 작

린 Town Hall Meeting을 2017년에는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위 행

성하여 학교 교내에 게시하였다. 이후에도 학교 도서관의 책을 찾아 읽고 함께

사에 동아리 IMAGINE 팀으로서 참가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문화에 대해 토

토의와 토론하는 시간을 11월 한 달 동안 가짐으로써 배경지식을 쌓았다.

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배경지식을 쌓은 뒤 교내 학교에서 열리는 TEDX(SJGHS) 3회 개최 시 동아리

경제정의에 대해서는 제 3의 길(앤서니 기든스), 제 3의 물결(앨빈 토플러)의 책

부스를 운영하여 세계평화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 뒤 함께 서명 운동

을 읽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제정치와 세계문제 시간에 배운 보

을 하여 평화 의식을 함양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 봉사시간

호무역주의와 같은 세계 경제 문제에 위 책과 토의를 통해 생긴 자신의 관점에

에 각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평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쌓은 배경지식을

서의 생각을 발표하면서 생각을 공유한 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을 공유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여 함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여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서는 세계시민 공동행동에 참가하여 인권에 대해 다양한 학교의 친

세계의 평화 의식을 함양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구들과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충북·세종 유네스코학교 연합 네트워크에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이

인권과 관련한 캠페인을 설명한 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뿐만 아

용하였다. 5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대만학생문화 교류의 날을 이용하여 학교에

니라 10월 한 달 동아리 시간에 함께 모여 성소수자 등의 인권들에 대해 각자

방문한 대만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 등을 가짐으로써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단순히 음식을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국

위의 인권문제들에 대해 함께 서명운동을 작성하여 세계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

의 청소년들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봄으로써 음식 문화

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문을 공유하여 함께 읽어보고 실제로 제대

를 공유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아리 시간에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에 대한 설명

로 보장되고 있는지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종시 유네스코학교 연

을 진행한 뒤 함께 놀이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를 소개하였다. 활

합 네트워크에서 개최하는 세계인권수호다짐대회를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개

동 이후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점을 나

최하도록 하여 세종시 다양한 유네스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타낸 논문과 세계화의 부정적인 점을 지적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브랑

세계인권 수호 다짐대회를 진행하여 함께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였다.

코 밀라노비치)를 읽고 앞으로 세계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함께 토의하

세종국제고 유네스코 동아리 IMAGINE에서는 위와 같은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여 의견을 공유한 뒤 각자의 생각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유하였다.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엔 활동을 정리하면서 2017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짚어

1학년 학생들의 해외 현장체험학습과 방학 중의 호주 교류, 일본, 대만 교류시

보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각 활동의 기사형식의 활동

방문을 가거나 오는 국가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주제를 정해 현장학습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함께 모아 제본하여 책으로 활동집을 만드는 활동으

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문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한 뒤 이를 PPT를 통

로 2017년 IMAGINE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

해 동아리 부원들에게 발표하는 과정으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알리는 방향으
로 진행하였다.
환경에 대해서는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팀을 나누어 교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이 아닌 텀블러 사용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환경 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줄 것이며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자습이 끝난 후 개인 책상에 부착된 전등을 끄지 않는 등의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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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대만 학생들과의 문화교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교내 행사로 진행된 대만 문화고등학교와의 교류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문화

점을 서로 묻고 답하였으며

예술과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 거울 만들기를 통하

토론 주제를 생각하고 의견을

여 한국 전통의 오방색과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함께 김밥

나누는 과정에서 세계화를 다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깨

을 만들고 시식하며 한국의 식문화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대만 학생들이

달았다.

대만의 한류 열풍과 다양한
간식을 소개해 주어 대만의
문화에 대한 의식도 기를 수

Town Hall Meeting : 세종 어울링 자전거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세종시 환경정책 중 하나인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학생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무원 등의 역할을 정하여 공유해 보았다. 학생 역을 맡은 부원이 사용 방법이

공유할 수 있었다.

복잡하여 어르신분들이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접근하시는 데 어
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문제점을 얘기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토
의한 결과, 공공자전거 어울링 옆에 무인대여기 사용방법을 그려놓은 책을 배치

대만 문화교류의 날, 한국 문화 소개 부스

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결정

대만과 문화 교류의 날을 위하여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였다. 더욱 친근하고 흥미롭게 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달고나와 같은 길거리

세종시 지역 내의 문제에 대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소개하였으며 전통 음료인 식혜도 설명과 함께 시식의 기

여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

회를 마련하였다. 의복 문화를

었고 지역 내 문제 해결은 단

소개하기 위하여 직접 만든

독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한복 등신대로 전통 의상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고려해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공간도

함을 깨닫게 되었다.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를 재미
있는 방식으로 알렸다.

세종유네스코학교 환경 사랑 다짐 한마당
세종시의 모든 유네스코학교에서 모인 초·중·고등학생들이 각자 학교에서 진
행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환경 사랑을 다짐하는 시

환경의 날 환경 캠페인

간을 가졌다. 본 학교에서 개최된 만큼, IMAGINE은 행사 기획과 준비, 진행을

지난 2년 간 꾸준히 진행했던 교내 환경의 날 캠페인을 올해에도 이어서 진행하

맡아 행사의 성료를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렸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소개 발표

였다. 지난 환경의 날 캠페인이 단순한 행사로 끝났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는

와 환경에 대한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IMAGINE을 알리고

더욱 의미 있는 활동들을 추가하였다. 텀블러나 머그컵을 가져오면 음료수를 주

다른 유네스코학교들과 교류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는 것 외에도 환경보호 서명
운동과 지장 찍어 환경 사랑

Youth Club Fair : 빈곤

약속하기, 포스트잇에 환경 사

청소년 동아리 대전에 참여하여 빈곤 문제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부스를 운영

랑을 다짐하는 메시지 남기기

하였다. 빈곤을 겪는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소개 자료를 만들었다. 또한, 부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를 찾아온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는 아이들의 고통을 간접적으

환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

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종이

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더미에서 간식을 찾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준비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
여 빈곤에 대하여 알리고 도움

‘우리는 왜 불평등해졌는가’ 독서 토론

을 촉구하였으며, 동아리 구성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도서 ‘우리는 왜 불

원들도 빈곤의 심각성을 깨달

평등해졌는가’를 읽고 경제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세

았다.

계화는 우리가 더 많은 문화를 접하고 전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
었지만 코끼리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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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을 직접 생각해 내어 제시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국제기구에 대한 조
사가 쉽지는 않았지만 각자가 맡은 기구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정

을 갖고 청소년 동아리 대전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문제 부스를 운영하였다.

보를 얻고 다양한 기구의 업무들에 대하여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소개 자료를 제시하고 자세히 설명한 뒤 편견을 갖고 있다면 편견을 부수자는
의미에서 종이를 찢는 체험

외교관 취임사

을 진행했다. 민감한 문제이기

하나의 나라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파견된 외교관으로서 취임하며

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험자

앞으로의 자세와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앞으로 어떤 조약을 체

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논쟁을

결할 계획인지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다. 국가 간에 양적으로 많고 내용도 다양

벌이기도 했고 좋은 말씀을

한 조약들이 체결되었음을 알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은

게 되었고 세계화로 증대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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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Club Fair :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아직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젠더 의식이 낮다는 문제의식

국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달았다. 또한, 평화를 위해

Youth Club Fair : 아동노동

있어야 할 희생과 국제 조약

아동노동으로 침해되는 인권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부스를 운영

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하였다. 아동 노동 착취 지도를 제시하여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아동 노동이 이
루어지는 분야와 관련 통계들을 소개했다. 또한 아동 노동 착취를 통하여 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인권 관련 영화 시청과 토론

평소 많이 이용하는 기업들이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를 시청함으로써 인권 의식을 높였다. ‘내 이름은 칸’

라는 것을 알리며 모두의 노

은 무슬림이자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칸의 이야기로, 그가 세상이 가진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편견 때문에 겪는 아픔과 시

였다. 이 활동을 통하여 아동

련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영화

노동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를 본 뒤 함께 이야기해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며
어떠한 다름도 인정하고 존중

글로벌 이슈 탐구하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양안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양안관계가 중화경제권에 미치는 영향, 남북관계에

되새겼다.

의 시사점, 얼마 전부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정치적 상
황으로 인하여 벌어진 남수단의 식량 문제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들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

축제 부스-Conflict Kitchen 3
Conflict Kitchen 1과 2를 학교 축제 동아리 부스로 Conflict kitchen 3를 진행하

고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를

였다. 지난 활동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적 부정적 인식을 갖고

통하여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있는 국가들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시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편견을 깨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유도했다. 이번에 택한 국가들은 쿠바, 북한, 터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탐색

키, 아프가니스탄 네 국가로,

해 보았다.

해당 국가의 음식을 2~3가지
씩 만들고 이에 더해 문화 소
개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와

국제기구의 장 되어보기
여성지위위원회, 라틴아메리

같은 활동을 통해 동아리원들

카 경제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의 단결 의식을 높이고 다문

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활동하

화를 경험하였다.

고 있다. 이 기구들 중 하나를
뽑아 기구의 장이 된 것처럼
해당기구가 다루고 있는 중요
한 이슈를 소개하고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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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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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동아리 구성원들은 오사카, 동경 등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전통 음식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의복, 가옥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일본의 한국학교 학생들과 세계시민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

의식 포럼을 진행하였다. 2학년 구성원들은 각자 유네스코, 한국의 문화유산, 한

하고 우리 또한 정보를 전달 받는 자세에서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학기

국증권거래소와 한국문화예

초 처음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주제선택부터 활동 개요를 작성할 때 어떠한 방

술교육진흥원등을 방문하였

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나지 않아 구성하는 데 많은 시

다. 이러한 교내 현장체험학습

간을 보냈다. 하지만 점차 실제 캠페인들을 진행하면서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을 각자

을 밝히고 그 정보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천 청소

보고서로 정리하였으며, 인상

년 동아리 전시대전에 참여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인 경험들을 동아리 내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부스를 체험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환경의 날 캠페인, 세종시 환경정책인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한 토의를
거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인식이 바탕이 되어도 실제 환

IMAGINE 활동집 만들기

경보전을 위한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지난 1년간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고, 모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활동을 한 뒤

로 실천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

느끼고 배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활동집을 제작하였다. 함께 한

사용하기 등의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과 함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공식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각자 세계시민의식과 관련하여 탐구한 내용들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소 학교에서

담아 표지부터 내용, 디자인과

생활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켜져 있는 반 컴퓨터 등을 끄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

사진 삽입 등을 모두 직접 기

해 노력했다. 이러한 실천을 하나하나 해갈수록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획하였다. 활동집을 만들면서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보며

이와 더불어, 대만 문화 교류의 날 전통음식과 전통한복을 공유하는 프로젝트

정리하고 IMAGINE의 방향성

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었고 실제 대만 전통 무예 등을 공연으로

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볼 수

보면서 대만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있었다.

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서 상호존중과 이해가 바
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환경에 대한 퀴즈를 푼 학
생들에게 음료수를 담아주는 텀블러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
과 학생들은 환경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갖게 되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전교생을 포함한 선생님들까지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교
대부분이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내에서 텀블러를 제작
하여 배포함으로써 교내의 환경보전 행동을 촉구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
을 키우게 되었다.
세종시 내에 있는 유네스코학교와 연합하여 환경사랑다짐 한마당에 참여하여
보르네오 섬의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특히 제작한 포스
터를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전과 현재의 환경 문제에 관
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종시 교육청에
서 오신 분들도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유네스코학교의 활동을
알릴 수 있었고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평소 모
두 다른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함께 환경보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
신이 생각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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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고나 뽑기 체험, 한복 체험 등을 함께 해볼 수 있었고 특히 김밥의 제조 과정을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설명하고 직접 같이 제조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학교의 특성상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방학에는 활동을

이를 통해 문화를 함꼐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고 우리의 문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개인과제 등을 정하여 역할을

화를 흥미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

분담함으로써 방학에도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정규 동아리 시간

킬 수 있었다.

이 한정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동안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심, 저녁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기숙사에서도 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모여 회의를 하고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학년별로 역할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을 나누거나 조별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게 해야 할까요?

해 노력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

우리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배우고 얻어갈 수 있었던 것이 더 많았던 경우가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접근이 쉬운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프로

많았다. 이는 동아리 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젝

젝트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활동사진을 함께 게시

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동아리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

하여 활동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노력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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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되어가는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학교에서 대만의 한 학교와의 문화교류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전통음식 체험, 달

www.facebook.com/SGHSIMAGINE) 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물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이와 더불어, 인천에서 열린 청소년 동아리 대전에 참여하여 성소수자 인권, 아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동인권, 빈곤에 대한 부스를 운영하여 현 인권 실태를 알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안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 문제에 대한 의

그동안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난해에 모자랐던 점

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부스에 참여한 사람 중 미국에서

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보완되어야 할

한국으로 온지 얼마 안 된 학생도 이 부스에 참여하면서 잠시나마 다양한 시각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활동의 진행에 있어서 그에 대한 기본적

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인 정보와 목적의식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기본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국 국제고 연합 학술제에 참여하여 각 지역의 국제고 학생들과 4차 산

고 보았다. 그래서 IMAGINE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독서토론 활동을 진행함

업혁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으로서 글로벌 이슈와 세계시민의식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타학교 학생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었다.

항상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아쉬웠다. 따라서 세계시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강의가 이루
어지기를 바랐다. 또한, 다른 유네스코 동아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어 더욱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활동 내용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이불이다.”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세종국제고등학교 정연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필라멘트이다.”
필라멘트가 어두운 방을 밝게 밝혀주듯이 세계시민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세종국제고등학교 김응범

431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소명여자고등학교

환경과 인권의 도시 부천만들기
학교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71번길 84
지도교사
박철순

학생구성원
백재원, 이명화, 김다회, 박현선, 신수빈, 유 진
민경원, 김민지, 이세린, 조혜은

협력파트너 : 유네스코 세계시민 전문적 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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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유네스코 세계시민 동아리의 실천약속 ‘STAR’

많은 나라가 탈핵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탈핵국가로 나아가려는 많은

S Sustainable ‘지속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

T Together 우리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자

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의 접

A Acompany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자.

근을 보였주었다. 그래서 부천의 에너지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실태에 대

R Realistic 상상만이 아닌 진짜로 실현 가능한, 실천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자.

해 알아보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지구적인 문
제 중 하나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 더불어 지역의 이
미지 성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였다.

432

서울랜드 세계시민교육관(5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 교육

5월은 서울랜드안에 있는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체험관에 방문했다. 우선 시

인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교육을 준비하면서 미처

작할 때 월드비전과 세계시민학교 소개영상을 보면서 이 단체 목적에 대해 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고, 학생

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 왜 세계시민이어야 하는지 알게

들과 다문화에 관한 이야기 활동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러나라의

되었다. 모든 게 이어진 이 글로벌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린 우리나라만 생각하

문화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 나라별로 각자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면서

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만 집중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

각 나라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조사하

서 우린 이에 가려진 나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그리

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고,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고 소명유네스코 세계시민 동아리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끼는 시간이었다.

인 만큼 우리가 우리 지구촌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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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고 있는 모두를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세계로 넓혀 청소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앞장서 이끌어야겠다
고 생각했다.

환경연합방문(6월)-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서울에 환경 센터에 방문하여 각자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인권도서관 방문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함으로써 영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침해당하
는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서 인권을 침해당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의 인권침
해들의 사례들을 생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
다. 인권도서관을 방문함으로써 인권도서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 시설들을 체험해 보고 장애인들도 편하
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느꼈으며 우리 주변의 도서관들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탈핵 캠페인

러한 시설들이 구비되어야 한

환경운동연합의 연혁, 활동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탈핵 활동을 중심으

다는 구상과 도서관에서 장애

로 수명 끝난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탈핵

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

사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왜 탈

볼 수 있었다.

핵을 해야 하는지 원전의 위험성을 알고 원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
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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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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지난 1년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각한다. 주변 지역은 물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무관심했던 우리가 세상을 바

탈핵학교라는 책을 읽고 환경운동연합 환경 센터에 방문하면서 레인보우 프로

꾸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진정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유

젝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접하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서 주제를 쉽

네스코학교의 중심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유네스코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

게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향을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

어려웠던 점은 태양열 발전기에 대한 시민의식과 부천시의 태양열 정책에 대해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지 토의

조사를 했었는데 부천 시민이란 특정 대상에게 조사하기 힘들고 생각보다 참여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율이 현저히 낮아서 레인보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여 부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지에 게시해 더 많은 부천 시민들의 참여를 받을 수 있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선생님 :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변화가 찾아왔다. 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인보우 활동할 때마다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며, 탈핵관련 도서도 읽으셨고 환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경연합도 함께 방문하면서 반핵·탈핵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 한다. 또한 부천 내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들도 알게 되면서 친환경에너지,

우리는 앞의 내용과 같이 환경운동연합, 세계시민교육관, 인권도서관을 방문하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가 높아지셨다고 말씀하셨다.

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탈핵의 필요성, 세계 빈곤 국가들의 상황을 알

학교 : 학교 자체적으로도 유네스코를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적

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의

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특히 유네스코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인권과 환경이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도 많았지만,

라는 주제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이 한정적

인권과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1, 2학

이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 환경이라는 주제에 맞는 활동이 한정적이

년을 대상으로 한 UCC 공모전에 58개팀 14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공모전

어서 환경운동연합만이 환경에 관련된 활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

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학

하기 위한 조사를 할 때도 인터넷에는 내용이 없고 기관에 전화를 해도 알아낼

교 태양광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셨고, 조만간 우

방법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리학교에도 학교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점이 더 많았다.

동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주제 선정을 해야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그리고 이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부탁하고 싶은

게 해야 할까요?

점이 있었다. 시청에 전화를 해도, 전력기관에 전화를 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

몇 년간 운영되지 않던 유네스코 동아리가 다시 올해 시작되었고, 처음의 마음

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두가 쉽게

으로 모든 활동을 시작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프로젝트 전

두려운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큰 포부로 시작했는데,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

체를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보급된 가정용 태양광이 적은 것 같아서 환경보호

다. 여러 가지 활동을 그 때 그때 열심히 했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진

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늘렸으면 했다.

행되지 못하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인 살들을 붙여

그리고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공정무역도시로 올 해 선정되었다는 기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

사를 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유네스코 활동을 더욱 적극

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적으로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어느 곳과 접촉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우리
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서툴렀다. 하지만 이번 프로
젝트를 통해서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미미했지만 많이 느
끼고 내공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내년 프로젝트에서는 큰 흐름의 방향을 잡고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소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
게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
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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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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elebrating SH 활동 계획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대구 근교에는 현재 다문화 가정수가 많은 실태이지만

① 기념의 날 캠페인

아직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학생들과 지역민의 의

독고의 날(10.25)과 세계 인권의 날(12.10)에 유네스코 부원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식 성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기부문화를 직접

이용해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자국민적 인식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에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에게 기부에 대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부에 대한 생

② 환경의 날 속의 Tea day 진행 및 판매 수익금 기부

각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기부문화와 화합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연간 2회 유네스코 부원들이 직접 만든 차를 판매하여 얻

고자 한다.

은 수익금을 기부한다. 체육대회 때는 시원한 아이스티, 레몬에이드 등을, 추운 겨
울에는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판매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을 가지고 오는 학생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유네스코에서 직접 제작한 텀블러

학생들에게 홍보와 기부 활동을 통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에 음료를 담아 판매하는 등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준다. 행사 진행 3

그들에게 이 기부 활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일 전부터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당일에는 중앙현관에서 행사를 실시한다.

2017 SH C3 Project 활동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에

③ 환경의 날 속의 천연 비누 및 고체 향수 제작 및 수익금 기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다문화 홍보 활동과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 비누보다 천연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수질 오염을 줄일

세계화 관련 활동을 통해 다름을 수용하고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로

수 있고 환경 호르몬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방향제, 섬유 탈취제, 고체 향수이기

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천연 비누, 방향제, 섬유탈취제 및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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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향수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

송현 Eco-Eco Day

성을 일깨운다.

5월 10일, 환경문제에 관해 알아보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병에 “You are saving the Earth.”라는

2. Communicating SH 활동 계획

문구를 새겨 넣었다. 환경운동 실천가가 된 듯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또한 오

① 다문화 및 세계화 관련 영상 감상

랜 시간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친환경비누와 섬유탈취제, 방향제를 만들면서 힘

다문화와 세계화에 관련된 영상을 감상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후 세계 시민이

이 들기도 했지만 올해의 유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네스코 비누와 물병을 기다리

② CCAP 수업 듣고 소감문 작성하기

는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을 생

CCAP 수업 후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인의 소감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각하니 힘이 났다. 비록 작은

③ 문화 차이 전시

실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

모든 사람이 같은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공유하는 것임을 알리고 나라마다 다

참해 준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른 문화를 찾아서 비교하는 전시물을 제작하여 8월 중 중앙현관에 전시한다.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

④ 다문화 및 세계화 포스터 제작 및 전시

각을 했다.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4~5월 중 중앙현관에
전시한다.

송현 Green Market Day

⑤ 세계 여러 나라 인사법 캠페인

5월 12일, 송현 유네스코에서 매년 체육대회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을 직접 배워보고 실천, 공유함으로써 세계의식을 향상

교육기부사업이다. 동아리 시간에 틈틈이 만들어 둔 천연비누와, 차량용 방향

시키고 다양한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실천한다.

제, 섬유탈취제 그리고 아이스티+에코물병 등 품목도 다양하다. 이날은 판매와

⑥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한 걸음, 다 함께 O/X Quiz

아프리카 교육 재건을 위한 기부를 함께 홍보하는 날로 다른 학생들도 무척이

다문화, 세계화, 경제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우리 학교 근방의 학교 학

나 관심을 가졌다. 새벽부터

생, 시민들과 함께 하는 O/X Quiz를 진행하면서 세계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준비해서 친구들이 모두 하교

한다.

한 다음 뒷마무리까지 하고
나서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3. Collaborating SH 활동 계획

우리가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

① 전통 시장 홍보 UCC 촬영 및 제작

여 얻은 기부금을 보니 뿌듯

우리학교 주변에 있는 전통 시장을 직접 체험해보며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영어

함이 컸고 얼른 아프리카 학

홍보 UCC를 촬영하고 제작해보기로 한다.

교 학생들의 웃는 모습을 보

② 2017 송현여고 유네스코 활동 영상 촬영 및 제작

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한 해 동안 활동하는 2017 송현여고 유네스코 부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촬
영하고 제작함으로써 협력활동의 참의미를 깨닫는다.

4. 기타
① 교내 쓰레기 줍기
체육 대회, 축제 등 학교 행사 후 교내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② 신천사랑 물 사랑 캠페인참가
대구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신천에 가서 수질오염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수질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신천주변 정화활동을 한다.
③ 지역 고유문화 탐방
우리나라의 전통의상인 한복과 전통예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발표를 실시하고
한복과 전통예절 체험을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예절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전
통보존의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Green Earth Day
5월 20일, 신천환경정화활동. 신천둔치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Ph 용지로 대구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신천의
수질을 직접 검사해 봄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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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다. 삼성 야구팀을 열렬히 응원
하면서 애향심이 한층 더 깊어졌다. 지역 사회의 환경도 보호하고 재미있는 야

은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구 경기도 관람하고 일석이조의 경험이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것이다.

송현 Flea Market Day
11월 24일, 현재 학생회와 함께 송현여고 축제 때 송현 벼룩시장을 계획하고 있
다. 학생들에게 송현 플리마켓의 취지를 알리고 적극적인 물품기부를 위해 직접
홍보지를 만들어 반을 돌아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신천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태복원을 위해 노력했고 청량한 대구
만들기에 이바지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한 하루였다. 지역 사회에 좀 더 많

니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물
품 기부에 동참해 줬으면 좋
겠다. 나중에 플리 마켓을 통
한 기부금이 보육원에 쓰일

서문시장으로 떠나는 지역 고유문화 탐방의 날
7월 12일, 동아리 활동 반일제날에 지역의 고유문화를 탐방하러 서문시장으로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

떠났다. 조별 테마를 만들어 서문시장 곳곳을 탐방하고 조별 동영상촬영을 하였

이 뿌듯했다. 학교 축제날이

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멋진 전통시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고 나중

지금부터 무척이나 기대되고

에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의 한복, 전통음식, 전통문화 등과 같

기다려진다.

은 것들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평소 많이 친하지 못했던 친
구들과도 시장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전통시장도 구경하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송현 CCAP DAY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3~10월, 유네스코학교의 또 다른 즐거운 체험인 CCAP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를 교류하면서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
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 중국, 네팔, 멕시코 선생님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이 준비해 오신 퀴즈게임과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
들은 인기 만점이었다.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CCAP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생김새와 문화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들었다.
내년에도 꼭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CCAP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송현 Hu man Right Day

좋겠다.

8월 16일, 동아리 시간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인
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인권’과 관
련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서로 느낀 점을 발표하면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인권
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기회였다.

Green Earth Days
9월 13일, 대구의 자랑인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야구경기 관람을 하고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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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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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막연히 우리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서 당연히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참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실제로

송현 체육 대회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동아리 내에서 자체 제작한 에코 보틀, 천

실천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가 했

연 차량용 방향제, 천연 비누, 천연 섬유탈취제를 판매하였는데 좀 더 원활한 진

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며 다

행을 위하여 에코 보틀 안에는 시원한 음료를 담아 판매하였다. 고등학생이라는

른 사람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 될 것이다.

신분을 가진 교내 재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가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이익
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작은 무언가를 하나 사는 것과 같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은 활동으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을 심어주기를 기대했다. 준비부터 실행까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를 거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

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했지만 판매

는 2017 유네스코 기부활동 Giving SH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높아진 다문화와

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

세계화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의식은 낮은 것에 착안하여 다

던 것 보다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나고 동아리 구

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행해 보며 비

성원들끼리 서로에게 수고 인사를 하며 이야기해 본 결과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

교적 이해 수준이 낮은 경제 정의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더 높여주는 변화를 이

가 있었던 이유는 좋은 결과를 위한 우리 모두의 희생과 많은 의견 공유가 있었

끌어냈다. 또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리들의 변화가 지역민들

기 때문인 것 같았다.

과 학생들로 하여금 의식 성장을 통해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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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점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교내 유네스코 부원과 지도 교사가 3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후 12월 마무리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양적으로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

를 통해 학교 근방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로 더 좋은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같다. 또 부

계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장, 차장, 각 부서 팀장 등 간부들의 의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

소통하기 위해서는 활동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금보다 훨씬 다양

리 구성원 모두가 같은 동아리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모두의 의견이 원활하게

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게 부탁
하고 싶은 점은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는 교내 학생들에게만 세계시민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 지역민들을 중심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제작 및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자기 자신이다.”
모든 사람은 생김새만 다를 뿐 나와 같기 때문이다.
송현여자고등학교 구나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파도타기이다.”
한명의 세계시민이 의식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너도나도 따라서 좋은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송현여자고등학교 윤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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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학교

한국어에 새 희망을
학교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66-10
지도교사
홍승의, 차정숙

학생구성원
허재훈, 오현석, 이재훈, 가경훈, 김누리
최유진, 황보권, 전현수, 박규하, 안광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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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희망을 홍보함으로써 한국어 화자인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인성을 갖도록,

있나요?

또한 우리부터 시작한 나비 효과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의식을 갖도록 함에 그 목

우리가, 우리 학교 학생이, 우리 지역 시민 모두가 모국어로, 공용어로 사용

적이 있다.

하는 한국어가 언제부터인가 아파하고 있다.
우리는 마치 접두사처럼 영어를 쓰고, 접미사처럼 욕설을 쓰고 있다. 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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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말이 판을 치며, 국어시간에 배우는 말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의

UNESCO반 동아리원들이 2017년 4~9월까지 조를 편성하여 교내외에서 설문 조

품격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 방송 모니터링, 탐방 조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과연 미래의 한국어에 희망이 있을까?하는 걱정은 기우일까?

1조 : 일상생활과 신문 방송 등에서의 외국어 오남용 조사

한국어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모국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보고 치료방법을 찾아 건강한 한국어를 만들어 보자.

(한국어는 일본어의 전철을 밟는가? / 방송과 언론의 책임은?)
2조 : 욕설 실태 조사 및 금욕 선언서의 영향 조사
(욕설과 폭력성의 관계 / 금욕 선언 후 달라진 것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신언서판이라는 말처럼 사용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어가 얼마나 심하게 병을 앓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여 우리 말 한국어의 희망을 찾고자 한다.

3조 : 세대별 언어 차이 조사
(과도한 줄임말과 외계어 실태 / 세대간의 화합)
4조 : 우리가 몰랐던 한국어의 아름다움
(곱씹을수록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과 사투리)
종합 : 한국어의 미래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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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홍보 활동

한글날 기념 행사

학교 친구들에게 ‘유네스코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가?’를

571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말 한국어, 우리의 글 한글의 우수성과 위상을

홍보하고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널리 알리기 위해 수원고등학교 현관에서 한국어 한글 알림 행사를 마련하였다.

조별 활동
동아리 부원들이 4개의 조를

토박이 상호 상점 탐방

구성하고, 각조의 활동 및 조

정체 불명의 외국어 상호가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 토박이 말로 상호를 지은 가

사 내용을 정하고, 그에 맞는

게를 찾아보며,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 모니터링, 설문조사 실
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파악
하고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활동지 발간
공식 보고서에 담지 못한 자세한 조별 활동 및
전체 활동의 내용(설문 조사 내용, 탐방, 대담, 전
시회, 활동 사진)을 꼼꼼히 담은 활동지를 발간
하였다.

한글박물관, 중앙박물관 탐방
책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 말,
우리 글의 우수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문화재를 직접 체
험하며 본 프로젝트의 활동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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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우리 말, 우리 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둘째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날 한글 알림 행사’를 주최하였다. 행사 장소가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것은 첫째, 우리 말 한국어와 우리 글 한

교내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외부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현관에 전시대를 설치하

글에 대한 사랑이 커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글이 욕설, 외계어, 무분별한

여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을 유도하였다.

줄임말, 외국어 남용으로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의 말과 글이 건강

셋째는 우리 토박이 말로 상호를 지은 가게를 찾아보기이다. 정체 불명의 외국

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어 상호가 넘치는 가운데 정겨운 우리 토박이 말 상호는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둘째, 유네스코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저 유네스코라는 이름에 이끌려

더욱 빛나게 해주는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다.

활동을 시작했다면, 활동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평화, 자유, 정의, 인권과 같은
유네스코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 학교가 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네스코학교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졌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설문조사 양식은 어떻게 작성할 것이며, 설문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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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의 통계적 처리 및 결론 도출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한글날 기념행사의 전시물은

선생님, 가족은 물론 특히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공기처럼 소중함을 잘

무엇을 선정하고 어디에 어떻게 전시할 지... 시작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

모르고 지내던 우리 말과 우리 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 우리의 일이 생각대로 되기 시작한 것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동아리 부원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자신이 욕설, 외계어, 무분별한 줄임말, 외국어 남용을 하고

협동이었다. 자주 얼굴을 보며 회의를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워했다. 한글날 전시회를 통해 한글의 창제와 위상에 대

서로의 업무를 나누고 서로를 도우니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지가 눈에 들

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선생님의 도움도 컸다. 하지만 선생님께 전적으로 의지

사랑을 갖고 있고 미래 역시 밝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 희망을 홍보

한다면 결과는 실패였을 것이다. 일단 부딪혀보고 부원들끼리 어려움을 나누고

함으로써 한국어 화자인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인성을 갖도록, 또한 우리부터 시

돕고 너무 힘들 때 선생님의 조언을 얻는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한 나비 효과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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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정신과 목표를 보고

세가지 방법을 택했다.

참여해야 한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건강하게 하자는 구호가 일회성으로 그치

첫째는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참가자에게 이 설문조사의 목적

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는 생각보

(건강한 한국어 만들기)을 자세히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였다. 설문 대

다 우리의 움직임이 이 세상을 밝고 튼튼하게 만드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행

상자들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언어 습관을 확인하고 놀라워하였고,

동합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행복이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감정이다.
수원고등학교 이재훈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성장 단계 중 하나이다.”
살아가기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원고등학교 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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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국어고등학교

SAWL, Be Active to Accept Multi-Culture
학교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3
지도교사
최정자, 이연숙

학생구성원
이영광, 조강림, 김호균, 류제영, 김 단, 안윤서
권유정, 김보민, 노원희, 박소하, 권미남, 남서연
이다현, 임수정, 김명규, 심명진, 김태윤, 한혜린
오지환, 서아영, 이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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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한국 및 지역사회, 그리고 교내 다문화 가정

수원외고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인종차별, 다문화, 난민문제와 같은 지구촌

실태에 대해 조사하며 다문화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임을 파악

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연과 영상을 보면서

하고 캠페인과 발표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더

고자 하였다. 단순히 교과서에서 확인한 다문화에 대한 정보에서 벗어나 우리가

불어 수원외고가 위치한 수원시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살고 있고 수원외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문화 사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유네스코 국제봉사

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역사회와 교내 학생들 스스로가 인식

단에서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

하고 고민해 봄으로써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족한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날선 시선을 완화 및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개선하기 위해 본 SAWL, Be Active to Accept Multi-Culture 프로젝트를 기
획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다문화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알린다.
•	교내 및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프로젝트 참가 구성원,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도록 인터뷰, 캠페인, PPT 발표 등을 실천한다.

442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다문화 가정이 바라보는 한국의 다문화 실태를 조사
수원외고 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문화 가정이 바라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지역과 학교가 이

보는 한국의 다문화 실태를 조사하고 교내

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및 지역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수원외고가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의 다문화 가정 수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

야 할 점을 파악하였다. 다양성과 차이를

원센터, 프로그램들을 동아리 시간에 PPT로 발표하고 이후 발표 자료를 정리하

존중하고 그 가치를 추구해야 할 자세가

여 판넬 제작과 전시를 하며 교내 학생들에게 다문화의 의미를 알리고 수원시

지역사회 및 대한민국에서 더욱 필요 및

인구의 약 5%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점을 알리며 단순히 프로젝트에 참가한 구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원들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정보 전달과 인식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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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노력을 해왔다. 이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상태에 대해 파악하
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본 프로젝트가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
야할 가치를 추구하고 이와 같은 활동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할

다문화 관련한 캠페인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의 구성원은 한국의 지역사회와 본교가 이번 레인보우
수원외고 교내 급식실 앞에서 SAWL, Be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넘어 다문화 사회로서의 도약을 꿈꾸

Active to Accept Multi-Culture 프로젝트

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다문화 사회가 가지는 역량과

의 일환으로 수원시의 다문화 현황과 다문

가치를 알리며 진정한 세계시민이자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

화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는

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캠페인을 가졌다. 본 캠페인을 통해 교내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접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원시 또한 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

다문화 PPT 발표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정부가 지켜야 할 노력에만 초

는 시간을 총 2번 실시하였다.

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과 이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
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를 토의하였다. 본 토의를 통해 다문화에 관한 교내 학

다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PPT 발표시간

생들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및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도 증진의 절실

수원외고 동아리 ‘유네스코 국제봉사단’ 활동 시간에 부원들 간 한국과 수원시

함을 파악하고 판넬 제작, 전시 및 캠페인 활동을 기획하였다. 수원시 내의 다

의 다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에 관한 PPT 발표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다문

문화 가정 지원 단체(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수원시 다문화 도서관, 수

화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난 다문화 차별 사례들에

원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를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한 자료 및 통계를 조사, 관련 EBS 영상을 시청하며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에

지원이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명시하여 교내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더불어 다문화 인식 상태에 대한

수립과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우리의 시선 변화가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설문지를 전교생을 상대로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 수용의 필요성
은 인지하나 그 과정에서의 자신의 참여도는 현저히 낮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와 같은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러한 활동들
을 통해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더불어 교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해
한 번 더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다문화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리며 다문화는 우리와 멀
리 떨어진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게끔 하였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다문화를 주제로 선정하고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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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던 목표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

하는 친구들, 특정질문에 대답을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미처 생각지 못한

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 되어가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가 세계시민

다음으로 설문조사이다. 엄청난 다수를 대상자로 선정해 진행했던 설문조사는

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해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단순히 프로젝트 진행자

설문지가 지속적으로 분실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통계를 낼 때 무응답 지수가

들 내지는 그 주변의 친구들뿐만 조사와 발표를 진행하고 소수를 위한 프로젝

꽤 있어서 보다 정확한 인식도의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4번, 5번이고 지속적으

트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잘

로 제작해 배부하였고 그 결과 노력과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보다 정확한 통계

못알고 있었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알리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를 산출할 수 있었다.

직접 다문화 사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판넬을 만들어 여러 곳에 전시하고 캠페

그러나 다문화 사회의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발표활동이나 다문화 사회와 관련

인 활동을 진행하였고 다문화 사회 인식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설

해 제작한 판넬의 전시, 캠페인 활동은 위의 활동에 비해서 비교적 기대했던 것

문지를 제작 및 배부하여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볼 수

보다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 우선 자료의 접근성이 다른 사회적 이슈들보

있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지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을

다 다양하고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질 높은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조성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방안을 고찰해 볼 수 있었고 이외에도 판넬 전시

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당사자의 시각을 통해 그들이 겪는 남모를

와 캠페인에 교내외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관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초 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 현재 바람직한 부분 등에 관해서 더 깊은 공감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개선점과 바람직한 점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소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규모의 캠페인 및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해 바람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직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다문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화 가정으로의 교육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

다문화에 관련된 설문조사, 정보탐색, 캠페인 등을 하면서 아직도 지역사회와

며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인식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
화를 타문화로서만 인식하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문화 역시 한국의 문화로서 발전해가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여 이에 대한 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다 적극적인 지원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생각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선생님께 다문화 인식개선과 관련한 프로그램

우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다. 설문조사, 발표, 판넬 제작 및 캠

들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더불어 이와 같은 활동과 프로그

페인 등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대상자를 교내에서만 찾기에는 한계

램이 있을 시에 학생들과 시민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참여하고 인식 개

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 주변의 지인 혹은 지역사회의

선에 동조해야 함을 말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도움을 받아 꽤 많은 인터뷰 대상자 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편

대한 지원 확충과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시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포스터 및 광

협한 시각의 내용이 아닌 더 풍성하고 다양한 관점의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고 제작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인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익명을 요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돋보기이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를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류제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기차역이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꼭 거쳐 가야 할 중간 거점이기 때문이다.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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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고등학교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학교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59
지도교사
송수연

학생구성원
강지민, 강미드, 구지연, 김은하, 박지원, 박혜린
이지수, 이성연, 이세빈, 최다영, 한혜민, 표예지
강수현, 김민창, 김선애, 김하늘, 백혜빈, 윤지윤
임유진, 옥혜정, 정희운, 한규영, 홍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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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ING GREENER SCHOOL : 잔반 남기지 않기, 등, 하교시 걷기, 자전거, 대

수일고등학교 유네스코의 ‘우리의 한 걸음, 모두의 발걸음’ 프로젝트는 UN

중교통 이용하기, 양치컵 사용, 텀블러 사용

채택 의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추어 매달 목표를 정하고 진행되었다. 우

• 한달, 하나의 지구촌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해결 방안 생각해보기

리는 동아리 부원들 모두 먼저 실천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긍정적 파급

•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효과를 주는 방향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비닐 쪽지 접기’ 캠페인을 전교생과
함께 진행하며 학교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데 기여하였고, ‘빈곤 가상 게임’
프로그램은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빈곤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고, 지구촌 빈
곤 해결을 위하여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이 먼저 환경, 안전 등의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교 친구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다.
같은 수일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그리고 같은 터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서 책임 의식과 주체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
려는 마음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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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SDGs 달력 만들기

세계 시민 협의회

4월 7일, 유엔 채택 의제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추어 유네스코 부원들과 매

8월 25일, 유네스코 세계 시민 협의회를 통하여 가상의 지역 사회를 설정하여

달 함께 실천할 내용들을 달력으로 제작하였다. 이 달력은 학교에 게시되어 학

각기 다른 입장의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하여 그 지역 사회의

교 친구들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였다. 물론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동아리 부원들 모두 역지사지의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반응도 좋아서 다른 동아리 친구들도 함께 해보면 좋겠
다고 생각했다.

환경 캠페인
5월 19일, 환경 피켓을 제작하여 교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친구들에게 환경 보
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우리 학교 잔반을 줄이기 위한 피켓 제작
및 캠페인 활동으로 우리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빈곤 가상 게임
10월 13일, 10월 17일 빈곤의 날을 맞아 빈곤 가상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을 통
하여 열심히 일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체험
해 볼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모의 유엔 개최
6월 16일, 수일고 모의 유엔을 개최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는 다문화 수용책 마
련’과 ‘국가적 대형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부원
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자료 조사 및 각 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서로 이해하
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매우 보람있었고, 뜻깊은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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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나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나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프로젝트면 연결고리로 모두가 연결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선 부원 개개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

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가 지킬 수 있는 사소한 목표들을 정하고 그 목표들을 지키면서 자신의 생활
을 반성도 해보고 잘 지키면 뿌듯해하기도 했다. 또 변화된 행동들을 보며 다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일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더불어, 나의 행동을 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실천함으로써, 작은 실천행동이라도 우리 주변에서 세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계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6월달 목표인 모두를 차

토인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를 뜻 깊게 실천할 수 있었다.

별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자 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실천하며 각 반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이 많이 하는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이 줄었다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사용을 줄이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조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더 어려웠던 것은 4,

특히 학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5월 목표인 잔반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자율 배식 같은 방안은 도입하기가 어

때 우리 동아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알리며 진행

려웠고, 다른 방안들도 생각해 보았지만 학교와의 조율 과정이 어려워 실천이

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

힘들었던 목표였다.

람들도 우리의 프로젝트를 직접 실천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였다. 그 중에
는 비닐 쓰레기를 쪽지로 접어서 버려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는 것과 6월 목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인 학교 폭력 하지 않기, 7월 목표인 손 자주 씻고 건강 지키기, 10월 목표인 교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실 비울 때 에어컨과 불을 꺼 에너지 절약하기 말고도 많은 목표들을 이루는 모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먼저 틀을 깨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대거나 하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한 후 그 결과가 좋더라도 으스대거나 자만하지 말고 남에게 권유해 더 퍼져나

고 해도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만이다. 힘들더라도, 자신이 먼저 실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프로젝트 실천을 공부나 다른 것들과 같이

게 해야 할까요?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나의 생활 속에서 프로젝트 실천 비율을 조금씩 늘려

우리 말고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 프로젝트를 알게 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 작년에 비해 이번 년엔 세계시민 공동

제대로’가 우선이라 본다. 내가 먼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할 기회가 크지 않았는데, 이 기회가 컸다면 좋았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알려 프로젝트의 취지를 잘 실천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한다. 또,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힘을 썼던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의 자아이다.”
나 스스로가 청소년 세계시민이라는 자아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때
내 행동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내 주변의 다른 사름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일고등학교 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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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팔마고등학교

팔마, 무지개를 타고 비상하라!
학교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40
지도교사
김미향, 최은주

학생구성원
유예림, 김소영, 김지영, 김혜기, 이휘영, 최 봄, 봉건희, 정성은
박주형, 박민현, 오희주, 정도훈, 양신영, 주예슬, 정영서, 송연우
서준형, 정찬수, 유예림, 이시은, 박정윤, 박준화, 김은안, 오채은
고정후, 양영우, 강준희, 임하담, 조종원, 강 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당연시 여

있나요?

기던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

순천팔마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의 순천은 전국
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순천팔마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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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15년 유네스코 네트워크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실

① 누가 : 순천팔마고등학교 팔마 유네스코 동아리, 유네스코클래식(자율), 일반학

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진행해 왔다. 올해 계획

생, 교직원 및 아래 동아리

한 ‘팔마, 무지개를 타고 비상하다!’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 구성원들이 관심을

• 지역 문화 : 창체(봉두레1, 봉두레2, 봉우리, VANK, 팔마YUPAD 5팀),

가져야 할 문제 중 하나인 지역고유문화보전에 초점을 맞춰 동아리 중심으

• 자연생태관체 : 자율(그린라이트)

로,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기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그 인식의 변

• 국제교류, 다문화 : 유네스코클래식(자율), 팔마유네스코(창체)

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의료봉사 : 자율(YWCA ,RCY, MVP, VT 4팀)
•	지역사회봉사 : 자율(HappyTat, 난희스토텔레스, 心봉사, KNOCK, 너나들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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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쳐스, 누리보 7팀)

이웃, 주변 환경과 같은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한

② 언제부터 언제까지 :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추후 지속적으로 본 프

우리 고장 순천에 대한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여러 개의 지역

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임)

사회가 모여 나라가 되고, 나라가 모여 지구촌을 형성하듯이 순천은 지구 공

③ 어디서 : 순천팔마고등학교, 순천 봉화산 둘레길, 순천왜성, 선암사, 낙안읍성,

동체와 별개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시민의식의

순천향교, 월등 복숭아 농장 등

출발은 바로 애향심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동시에 홍보를 통해

④ 무엇을: 보틀 활용 환경 캠페인, 지역 문화 디자인 엽서 활용 가정의 달 편지

쓰기, 지역 고유문화재 탐방 및 생태환경 정화 활동, 지역문화 알리기 캠페인,

4월 19일(수요일)

문화 탐방 보고서 및 NIE 작성, 다문화 인권 보장을 위한 세계 NGO 탐구활동,

Moldova(몰도바) 문화받기와 지역문화주기. 강사 Irina Korotcenkova(CEV

친환경 천연비누 만들기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교내 ‘제 2의 주인을 찾

Culture Eduction Volunteer이리나 코로첸코바 )로 학생들이 미리 몰도바에 대

아서’ 기부 바자회 모금활동

한 사전조사의 과제를 했기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며

⑤ 어떻게 : 팔마 유네스코 동아리가 ‘팔마, 무지개를 타고 비상하다!’ 프로젝트

시간이 부족할 만큼 알찼다.

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유네스코클래식(자율) 동아리가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조
⑥ 왜 :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 및 문화보전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팔마, 무지개를 타고 비상하다!’ 프로젝트를 고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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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많고 500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우리
고장 순천에 대해 더 잘 알고 다른 지역에도 알림으로써 순천시민으로서의 자
긍심을 고취하고 교내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
기 위함이다.
⑦ 누구와 : 순천팔마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순천시다문화가정지원
센터와 협의해서 ‘천연비누 만들기로 나눔을 실천하는 다문화 이웃사랑’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순천청소년연합동아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에 힘쓰고, 최종적으로는 ‘팔마, 무지개를 타고 비상하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5월 31일(수요일)

하였다.

Bangladesh(방글라데시) 문화받기와 지역문화주기로 강사 Rabbani MD Golam

⑧ 우리들의 다짐

(CEV Culture Eduction Volunteer 라바니 골람)로 특히 이동하는 보트스쿨에 대

• 미래세대가 프로젝트 운영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미래를 준비한다.

한 교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문화전달의 기회를 가졌다.

•	지역고유문화 프로젝트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	지역고유문화 프로젝트 중 지역고유문화 홍보활동 부분에서 PPT와 홍보인
쇄물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한다.

배지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학생주도로 자체도안한 독도배지 홍보에 의한 교내 판매수익금 전액을
VANK(반크)에 기부(3학년 중심)교내 ‘독도배지달기’ 활동(4월 17일~6월 3일)에
동참하며 학생주도로 기획단계부터 시작하여 홍보에 의한 학생재능기부로 만들
어진 자체 도안과 제작 등 일
련의 과정에 동참하며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에 따른 배지
판매 수익금 전액을 VANK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였다.
배지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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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간을(4월 17~21일)

친환경 천연비누 만들기(진행 중)

유네스코 3학년 주관으로 자체 제작한 사전/사후설문지 조사로 팔마인의 독도

합성비누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천연비누를 직접 제작

인식을 조사 후 그에 대한 정보를 마지막 날(금요일)에 급식실 옆 창문에 대자

하여 교내 각 화장실에 비치하고 지역 다문화센터에 나누면서 이웃사랑을 실천

보로 공지하여 독도에 대한 인식재고의 기회를 가졌다.

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할 것을 권장하였다.

세계NGO탐구활동(4월 21일~6월 21일)
다문화와 인권과 관련된 여러 NGO 단체기관과 그 이외에도 다양한 NGO 기
관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NGO 활동들을 이해하고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다문화사회 이해의 중요성을 인
식하였다.

보틀 활동 환경 캠페인(9월 7일 시작~진행 중)
교내 학생들에게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
여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물의 효능을 알리는 푯말을 제작해 일회용
품 사용을 줄일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보틀을 주문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해
교내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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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더 소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소통은 여럿이서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한명이라도 자신의 말을 전달

작년에 이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나름의 준

하지 않으면 소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학교 프로젝트 활동 팀원

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평소라면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주

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각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하거나 듣는

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지역

과정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문화를 테마로 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껏 알고 있지 못했던 많은 숨겨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지역의 명소들을 발견해 볼 수 있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동아리 회원들끼리 환경보호 보틀 캠페인을 실시할 때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고

처음에는 무심한 듯했던 주변 사람들도 우리들의 꾸준한 관심을 가지니까 시선

수요 조사에 맞춰 디자인을 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작년에 에코백 캠

을 돌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우리학교 학생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

페인을 실시할 때 학생들 사이에서 디자인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서 그에 대한

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었고 숨겨져 있기만 했던 지역의 명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디자인을 정하는 데 많은 심혈을

들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동아리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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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종하면서 많은 토의를 거쳐 투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각자 다른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이 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니였으나 토의와 경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학교와 우리학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내용과 목적을 공유하며 각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자의 의견을 직접 말해 보완할 점이나 긍정적인 점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며 서로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화센터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 과정에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해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국내

서 해야 할 활동, 필요한 인원, 주의할 점에 대해 담당 직원분들과 소통하여 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와도 함께 국제적인 연구와 정보 교환 활동을 했으면

르게 활동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체

더 가치 있는 활동이 되었을 것 같다. 또한 유네스코 활동에 교육 분야에서 더

험활동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활동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초등의무교육의 보급과 요즘
더 심화되는 난민 문제에 대해 교류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등불이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모든 이를 위한 문화발전과
인류에 기여하는 학문을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순천팔마고등학교 주예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계단이다.”
계단을 열심히 오르면 더 높은 층에 갈 수 있듯이
세계시민으로서 노력하면 진정한 세계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팔마고등학교 서준형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뛰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진정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순천팔마고등학교 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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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고등학교

함께 사는 지구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08번길 9
지도교사
이혜연, 장현희

학생구성원
손서진, 반서인, 김무성, 서유빈, 황원빈, 김민아, 윤지원
조수진, 홍민정, 한지수, 박혜주, 김정수, 김성훈, 박주혜
박지현, 손서진, 이나연, 최세빈, 현수빈, 김도훈, 박동우
이영준, 이장근, 조인희, 김도희, 노지원, 전서진, 임수민
반서인, 박해인, 조수진, 이진희

협력파트너 : 계양봉사단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2. 함께 사는 환경

있나요?

(1) 실천 가치 : 자원 재활용, 환경을 위하는 학생 문화 조성

전반적인 활동은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결하여 진행하며, 인천지

(2) 활동 내용

역 유네스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 ‘함께’의

① 후배에게 책과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

가치에 대해 전교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세계 인권 문제, 학교 내

② Earth Hour 소등 캠페인 참여 독려 및 실천

문제, 우리 지역사회인 계양구의 문제에 대한 실천으로 옮겨서 ‘함께’의 가치

③ 환경을 위한 소망 나무 제작 및 전시

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퍼뜨리는 것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④ 급식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 진행

‘함께 사는 지구’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뉜다.
3. 함께 사는 지역사회
1. 함께 사는 지구촌

(1) 실천 가치 : 지역사회 환경 알리기, 지역 사회 봉사 활동

(1) 실천 가치 : 경제정의, 세계시민인권

(2) 활동 내용

(2) 활동 내용

① 계양구 서부천 환경정화 및 맥문동 가꾸기 봉사 참여

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무역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

② 계양구 벚꽃 축제 및 맥문동 축제 알리기를 통한 지역사회 홍보

②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한 ‘인권 바로 알기’ 캠페인

③ 교내 동아리 발표회 및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기부

③ 국내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답사 후 관련 내용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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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시리아 난민 문제를 통한 세계 인권 문제 이해하기 캠페인

학교 내에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만 치중된 지식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첫 번째 활동인 시리아 내전과 관련된 캠페인 활동은 2017년 6월 8일~8월 9일에 안

문제들을 고민해 보는 활동들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쌓음으

남고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국제 평화와 세계 인권 문제의 인식 촉구를 목적으로 하

로써 현재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되고,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될

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선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캠페인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다. 또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답사

진행할 조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조원들이 받은 교육을 토대로 캠페인

하고 알아보면서 인천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

참여 학생들에게 시리아 내전을 통한 세계 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

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다. 그 후에 시리아 내전 및 인권에 관한 퀴즈를 통해 일정 수 이상 정답을 맞춘 학생

이를 통해 우리 학교에 ‘함께’의 가치를 널리 퍼뜨려 건강한 학생 문화를

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활동을 통해 시리아 내전의 발생

만들고자 했다. 함께 사는 이곳에서, 함께 정당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배경부터 과정, 그로 인한 세계 인권 문제를 알림으로써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한 이

함께 환경을 지키고, 함께 우리 이웃을 돕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은

해는 물론 인권 문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불꽃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작은 불꽃이 점화되어 점점 긍정적이고
건강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만들어져서 프로젝트 이름처럼 ‘함께 사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
학교 친구들은 생활 속에서 경제 정의 실현과 인권보호,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역사
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뭉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힘을 기르
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었나요?
•	시리아 난민들과 관련된 캠페인 및 기부활동을 5월 중순에 진행하였
고, 학교 내에서 친구들에게 알리어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친구들
과 함께 기부활동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위안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은 5월 중순에 진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인천 내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답사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동아리 일원
들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짚어보
기 위해 7월에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위안부 문제 바로 알기 캠페인

•	공정무역 캠페인은 평소 잘 접하지 못하는 제3세계에서 착취당하는 사

두 번째 활동인 위안부 관련 캠페인은 2017년 5월 9~5월 11일 에 안남고 교내에서

람들의 이야기를 알리어 전교 학생들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시간과

진행되었다. 한일 위안부 협의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리고 그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인식을 갖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목적으로 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위안부 관련 피켓을 제작

•	인천 계양구에 흐르고 있는 서부천을 배경으로 학생들을 촬영한 후 사
진을 인화하여 제공하며, 관련 퀴즈를 내는 등 전교생에게 서부천을 알
리는 프로젝트이다.
•	소망나무는 교내 축제(11월 24일)에 진행되며, 학생들에 평화, 인권, 지
역문화, 환경 등에 관한 나아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받아 전시하는 프
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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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등교 시간에 피켓을 들고 활동하며 이 문제에 대

국내 유네스코 문화유산 답사

한 내용을 알렸다. 이를 통해 위안부 협의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해 보는 기회를

2017년 8월 4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답사지로 계획했던 창덕궁과 종묘를 다녀

제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인 위안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

왔다. 답사를 시작하기 전, 간단한 퀴즈와 지도가 그려져 있는 소책자를 나눠 주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안부 관련 캠페인은 두 가지 형식의 활동으로 진행되

었다. 답사는 해설을 들으며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 모두가 더 효과적으로 답

었다. 첫 번째는 유동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매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그 피켓에

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답사 후 모두가 추후활동에 대한 의논을 하였다. 더운 날

써져 있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소녀상이 어디에 있

씨였지만, 모두가 서로 다독이며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즐겁게 활동을 끝마칠

는지, 위안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켓과 그에 대한 퀴즈를

수 있었다. 답사 결과 및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교내에서 진행할 캠페인에

실시해 참여를 도왔다. 두 번째는 등교 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식으로

대한 자료도 제작할 수 있었다.

진행되었는데, 보다 많은 학생이 볼 수 있고, 유네스코 동아리를 알릴 수 있었던
캠페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두 가지 활동을 모두 끝낸 후에, 페이스북 페
이지에 피켓 디자인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받아 시상하기도 하는 등 안
남고 학생들이 위안부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였다.

국내 유네스코 문화유산 알리기 포스터 제작
9월 활동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 조를 짜
고,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활동에 임한 시간이었다. 포스터
에는 유네스코 이념과 유네스코 동아리 소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2개, 직
접 답사한 종묘와 창덕궁 소개 및 가이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역할을 분담할
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체험한 부원들은 포스터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
여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났다. 또한 우리가 답사한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서 경험한 것을 통해 안남고 친구들을 위한 가이드 포스터도 만들 수 있었다.
답사 후 활동으로 제작한 포스터를 1, 2층 중앙계단에 부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동아리의 이념 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답사지 관련 지식을 안남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국내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프레젠테이션
방학 중인 2017년 7월 28일에 교내 영어교과교실에서 PPT를 이용한 답사 전 사
전교육 및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답사의 목적,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대한 소개와 우리가 답사할 창덕궁과 종묘에 대한 내용, 답사지 관람 안
내 등을 발표했으며 발표 후 상의를 통해 답사 일정을 계획하고, 추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비(無非)데이 프로젝트
2017년 9월 21일에 문해의 달을 맞아 무비(無非)데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문
해의 달이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글을 배워 비문해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
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달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영
화를 시청하였다.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퍼스트 그레이더’로 영국 식민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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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동가였던 84세 노인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들과 글을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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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의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이다. 시청 후 우리는 영화에 관련된 토론을 하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서 비문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 작은 파문을 일으켜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

가 되었다.

다는 자신감이다. 알기 위해 노력하고,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변화였다.
두 번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다. 우리가 대단하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으로 옮겼다는 자부심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서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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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친구들에게 시계시민의 자질과 의미를 알릴 수 있었고, 아는 것을 넘
어 행동하는 것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들도 세계시민으로
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무비(無非)데이 프로젝트 후속 활동

•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캠페인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

9월 21일 문해의 달 활동인 무비데이 후속 활동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

하고, 공생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이뤄나가는 지구촌을 위해 공정무역을 주제

속 활동으로 10월에 진행할 사제동행 프로젝트의 피켓 제작하기 위해 유네스코

로 경제정의를 실현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

동아리 2학년 부원들이 모여 피켓 내용인 유네스코 이념과 동아리 소개, 문해의

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친구들과

달에 대한 내용 발표와 이번 활동의 연계성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족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늘어가
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제동행 기부 프로젝트
2017년 10월 19~20일에 사제동행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15년 네팔

•	세계시민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학생
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유도하면서 건전한

대지진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행사에 선생님과

학생 문화를 조성해 갈 수 있었다. 르완다와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

학생이 함께 하는 취지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선생님들께 취지를

의 장을 만들면서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설명드렸더니 흔쾌히 기부해 주셨고 특히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친구들도 공감해 주었다. 또한 비문해의 날을 맞아 문해

귀기울여주시며 응원도 해주시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학교의 구성원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리면

인 선생님과 학생이 하나의 뜻,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을 했

서 친구들에게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다.

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종묘, 창경궁
등 서울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답사한 후 관련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서 학교에서 홍보했다. 멀게만 느껴졌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대중교통을 이
용하여 갈 수 있다는 것과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지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아껴야 할 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었다.
•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계양봉사단과 함께 ‘우리 동네 서부천 살리기’ 프로젝
트에 참여하여 계양구를 흐르고 있는 서부천에 담당할 구역을 정하고, 자신
의 명패를 붙여 맥문동을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을 통해 단순히 환경을 정화
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과 자
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는 유의미한 봉사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축제인 4월 서부천 벚꽃 축제와 8월 맥문동 축제
를 홍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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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동아리 발표회 및 동아리의 각종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과 ‘유네스코 드

생의 동선 활용 등을 고려하여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나갔다. 위안부 문제, 국제

림 캠페인’ 기부금 등을 모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여 함께 살

난민문제, 비문해의 날, 국내 유네스코 문화유산 알리기 등으로 활동 계획을 만

아가는 지역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사제동행 기부 활동은

들었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막연한 생각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교 학생들에게 알려 우리의 작은 힘과

을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친구들과의 논의, 선생님의 조

실천이 만들 수 있는 큰 변화에 대해 느끼도록 할 것이다.

언,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	선배들에게 책과 교과서를 기부 받아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만들어 일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여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권, 학교, 지역사

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안남고등학교의 건전한 학생 기부 및

회, 경제정의 등으로 핵심 키워드를 정하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의

재활용 문화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자원 재활용 관

정신을 알리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갔다. 사제동행 기부 프

련 활동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

로젝트나 우리 동네 서부천과 축제 알리기 등이 그 예이다.

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친구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것을 실천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포토샵을 잘하는 친구는 멋진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고, 표현력이 좋은 친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는 우리의 의도와 계획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우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학교가 있는 계양구의 지역봉사단인 계양봉사단과 우리는 위해

활동을 계획하면서 가장 크게 예상됐던 어려움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

지원과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활동을 해나갈 수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위안부나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있었다.

호응이 적어서 원하는 만큼의 홍보를 하지 못한다든지 기부에 대한 참여가 저
조하다든지 등의 문제이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우고 전략을 세부적으로 만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어 보려고 노력했다. 캠페인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도 많이 하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자주 해보았다. 기부

올해는 우리 학교의 유네스코학교 활동이 지역사회 봉사단과 활동을 연계하는

참여에 대한 문제도 SNS 활용, 배지 제작 및 이벤트 진행 등의 방법을 통해 적

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어려웠던 점과 극복했던 방법들을 바탕으로 계획

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도움

과 기획을 탄탄히 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도 유네스코

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래도 전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정신을 알리고 싶다.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만

것에 어려움이 많아, 자율동아리 ‘세계시민발전소’ 학생들이 스스로 홍보 전단을

들고 정신을 퍼뜨리는 것인 만큼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

제작하고 게시물을 만들어서 부착하여 활동에 대한 안내를 꾸준히 실시하며 문

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 년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도 어려움이 많은 데 이를 다른 학교,

또한 ‘함께’의 가치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

지역사회로 퍼뜨리는 것은 정말 많은 계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는

‘함께’의 가치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지역사회 봉사단과 활동을 연계하는 데 그쳤지만 다음에는 어려웠던 점과 극복

활동인 만큼 우리의 활동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 환경과 경제정의 등에 대해

했던 방법들을 바탕으로 계획과 기획을 탄탄히 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지역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건전한 학생 문화를 만들어

사회 주민들에게도 유네스코 정신을 알리고 싶다.

나가고 싶다. 무엇보다 ‘알리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함께 진행하여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등한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고 우리의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웠다. 선별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먼저 공
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가져나갔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
도록 복잡하지 않지만 흥미를 끌 수 있는 캠페인 방식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행사 일정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동아리 발표회, 학기 말 대청소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 기간, 점심시간 유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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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우리

있나요?

가 미래에 살아갈 세상에서 앞서 이야기 한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고, 성소수자 문제,

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알리고, 참

다문화 사회에서의 차별 문제, 장애인 차별 문제,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여하며 우리의 교실과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장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등 최근 우리 삶에서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고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쳐보려는 사람들을 ‘프로 불편러’라고 부르며 조롱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한다.

나와 우리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예민한 감성을 키우

이러한 일은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교실 안에서도 그러한 일은 많

고, 이를 통해 모두가 제각각 서 있지만 또한 함께 살아가며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이 일어나고 있다. ‘너, 장애인이냐?’, ‘외국인 노동자같이 생겼다.’, ‘여자가 왜

있는 ‘더불어 숲’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러냐’ 또는 ‘남자가 왜 그러냐’, ‘지금 공부 안하면 공장 간다’, ‘공부를 안하

중 소수자, 가난한 사람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배려의

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게이냐?’, ‘기초수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을 모르고 살아갈 때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

급자는 도시락이나 먹어라’ 등과 같이 평화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들

음을 기르고자 하였다.

을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
를 하면, 역시 ‘프로 불편러’, ‘진지충’이라는 조롱섞인 말로 가볍게 넘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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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는 우리의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말을 별다른

1)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번역 프로젝트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권 의식은 더욱 둔감해질 것이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점자로 번역되어 있

라고 생각한다.

지 않은 도서는 읽기 힘들며, 음료수 캔이나 샴푸, 린스 등 생활에 필요한 용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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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우리는 이들을 돕

1. 점자번역 봉사

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1년 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번역 봉사를 하고자 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번역 프로젝트

였다.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자 도서를 만들어

점자 도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출해주는 청주 무지개도서관과 연계

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자 번역

하여, 2017년 5월부터 점자 도서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점자 도서를 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워드로 규격에 맞게 도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활동을

들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규격에 맞게 워드로 입력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한데,

통해 시각장애인과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

그 일을 맡아서 연중 꾸준히 진행하여, 총 14권의 도서를 점자로 제작할 수 있었

을 보태고자 하였다.

다. 봉사활동을 하기 전, 무지개도서관에 방문하여 점자로 만들어진 책을 만져
보고,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2) ‘기억의 날’ 프로젝트
유네스코 지정 기념일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을 매 달 1가지씩 선정하여 관
련된 캠페인 활동 또는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장애인, 전쟁피해아동, 학업을 하지 못하
고 노동을 해야 하는 아동들, 위안부 할머니, 성소수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 사회의 빈곤층,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 등 우리 사회에서 더욱 관
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공부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교 안에 평화의 문
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월 장애인의 날, 6월 세계 침략 희생 아동의 날 및 세계 난민의 날,
9월 세계 평화의 날 및 세계 민주주의의 날, 10월 세계 소녀의 날 및 세계 빈곤
퇴치의 날, 11월 세계 어린이의 날 및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12월 인권의 날
등 달 마다 전교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1년 동

2. 기억의 날 프로젝트

안 ‘기억의 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기억의 날 ① ‘장애인의 날’ 프로젝트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OX
퀴즈를 만들어 전교생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
동을 하였다. 아울러, 서로 다른 음료수 캔을 준비하여 캔 위에 적힌 점자가 모
두 ‘음료’로 똑같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
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급 교
실의 빛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어둠속의 대화’ 부스
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억의 날 ② ‘세계 난민의 날’ 프로젝트
2017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교생에게 난민의 실상에 대해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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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동아리원들이 함께 모여 난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면서 난민의 개념, 실태,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공부
하였고, 6월 20일 난민의 날에는 ‘난민’을 알리기 위한 홍보 자료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나그네 다방’을 열어 난민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캠페인
을 하면서, 난민을 위한 쉘터를 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 활동
을 하였다.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쉘터 짓기 후원 모금에 기부하였다.

코 동아리 부원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함께 공부한 후,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 캠페인을 하면서 공정무역 커피와 코코아를 전교생에게 나누
어주면서 공정무역의 의미와 경제정의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
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기억의 날 ⑤ ‘인권의 날’ 프로젝트
2017년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체성을 가진 동등한 인

기억의 날 ③ ‘환경’ 프로젝트

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인권’ 관련 프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환경’ 프로젝

젝트를 진행하였다. 우선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이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

트를 실시하였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만장일치’로, A4용지 10,000장을 만들기

항을 하나씩 함께 읽으면서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토의하며 공부하는 시

위해 베어지는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하자는 의미이다.

간을 가졌다. 이후 12월 4~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정하여 우리가 공부한 내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버려지는 A4상자를 이용해 이면지함 12개를 만

용을 홍보물로 만들어 학교 곳곳에 게시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캠

들고, 각 학급의 교실에 1개씩 배치한 후 매주 금요일마다 이면지를 수거하여 연

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12월 7일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도움을

말에 연습장으로 만들어 전교생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받아,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앰네스티에서 매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Write for Right’(전 세계적으로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탄원엽서
를 쓰는 활동) 활동을 전교생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기억의 날 ④ ‘세계빈곤퇴치의 날’ 프로젝트
2017년 10월 17일 세계
빈곤의 날과 관련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
하며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로 ‘경제정의를 위
한 공정무역’ 프로젝트
를 실시하였다.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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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점자번역봉사를 직접하면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도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면

다. 다른 학교와의 소통 기회가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

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픈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막연하게

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다른 학교와 교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생각했던 가난과 빈곤, 인권 탄압,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활동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보고 싶다.

우리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서 세상의 아픔에 대해 아파만
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일지라도 밝히는 것이 진정한 세계시민의 자세라는 것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배우게 되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장애인, 환경, 경제정의, 인권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학교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

이러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다른 동아리들과

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많았

도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탁월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평범한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가치있다는 것을 배우기도 하였다.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이 부분은 지도교사의 도움, 평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국제앰네스티, 유엔난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기구 등)에 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이

교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하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가 꾸준히 진행되

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면서 2학기에는 교내의 다른 동아리와 함께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학교 안에 점차 ‘평화’의 문화가 정착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괄목한 만한 변화보다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자리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쉽게 했던 장애인 비하의 의미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를 담은 농담이나 동성애를 나쁜 것으로 표현했던 농담 등을 이제는 쉽게 내뱉

보다 깊이 있는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공부하는 시

지 못하게 되는 일 등이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의 장벽’이 자리 잡는 시작점이라

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관

고 생각한다.

련지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전교생이 ‘평화로운 세상을 위
한 실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활동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서는 이처럼 ‘앎’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해 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고자 한다.

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도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임을 잊지 않고, 삶에서 유네스코의 이념을

청주 무지개도서관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올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잉크이다.”
투명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서서히 퍼져나가
하나의 색을 가진 물이 되는 것처럼 세계의 시민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과 함께 하는, 하나의 섞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양업고등학교 장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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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고등학교

NSNT(No Smoking&No Trash in Our Park)
+ 유네스코 활동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6길 33
지도교사
장재용

학생구성원
구세영, 김진혁, 김경진, 이덕희, 정경환
민승호, 제형규, 이무용, 고범준, 이준희
김민서, 이광열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호수공원의 이용객들이 대체로 유아와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간접흡

있나요?

연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금연구역’이라는 표

우리가 살고 있는 충북 오창에는 큰 호수공원이 있다. 이 호수공원은 큰 호

지판 또는 플래카드가 공원의 곳곳에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이를

수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지키지 않는 모습은 자칫 청소년들에게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마련되어 있고, 드넓은 잔디와 곳곳에 설치된 벤치들 덕분에 지역주민들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일주일 내내 휴식하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단연코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둘째, 공원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이다. 호수공원에는 물론 쓰레기를 버릴 수

소중한 힐링 공간이다. 또한, 위치상으로도 홈플러스 및 기타 식당 상권들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통들이 한 곳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유동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호수

에만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 하나쯤이면’이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

공원이다. 하지만, 우리 체인지메이커 동아리에서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공

에 대한 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의 곳곳에 쓰레기들

공장소인 호수공원에서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 버려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체인지메이커 동아리를 가입하기 이전에

첫째는, 공원 내 및 공원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이다.

는 이러한 공원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무심코 지나갔지만, 이번 프로

우리 지역사회는 주변에 과학, 산업단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신혼

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부부 및 젊은 부부의 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는 주민들 역시 유아를 동반한 신혼부부 또는 초·중·고등학생들과 그 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가 공원의 입구에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공원 내 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이

벌어지고 있는 공원 내 또는 인근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반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어른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히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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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2017학년도 교내 유네스코 이념 인식제고 공모전 대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찾은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

7월 중 교내대회로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기본이념인 자유, 평화, 인권, 환경, 다문

하는 과정들을 진행하는 연습을 실전처럼 진행해 나간다면, 그 동안 우리

화, 공동체의식 등과 연계하여 교내 ‘잔반처리 문제’와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 불편했지만 그리고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던 사소한 문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보았다.

제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에서 우리 스
스로가 불편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유네스코 활동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학생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월 4일, 여름방학 보충시간에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인 만큼 영어시간에 수업

우리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를 해결

을 하는 것이 아닌 친구들이 직접 유네스코에 대한 이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직접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 나간다면 잘못된 학

우드락에 영어로 표현하여 발표하고 친구들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이

교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평화, 인권, 환경 등에 대해 한 가지 주제만을 생각해보는 것이 아닌 문제들을 연결

나가는데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

하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해결방법까지 찾아보
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

었나요?

는 문제들은 모두 긴밀

우리 부원들 모두 마인드가 변화하였다. 사실 우리 동아리는 가고 싶은

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동아리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것을 알았고 이 활동을

처음에 친구들은 이런 걸 우리가 왜 하냐 관련이 없지 않냐 하며 투정도

통해 친구들도 세계이

많이 부리고 아무도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

씩 해나가니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되었다.

었다.

유네스코 활동이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은 다 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해내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 부원들을 통해 볼

꿈찌 만들기

수 있었다.

8월 28일, 우리 양청고에서는 꿈찌라는 아동인권에 관련된 팔찌를 학교 내에서 만들
었다. 아동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
게 되었다. 1학년 학생들 과반수가 참여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어린아
이들의 인권에 관한 영상도 보며 아동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
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며 만들어 보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금연 캠페인
9월 3일, 우리 양청고 체인지 메이커 친구들이 오창 호수 공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진
행하였다.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싶었던 우리는 금연해 게임과 담배투호
등을 만들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담배
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으며 하드보드지에 간접흡연의 위험성, 금연
방법, 담배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 표현하여 주민분들이 지나다닐 때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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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우리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이용하여 흡연자분들의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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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량을 검사해 드리고 금연을 하라고 권하는 활동도 하였다. 금연 캠페인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접흡연이나 담배에 관한 다양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금연캠페인’, ‘금연키트 제작’, ‘아동노동인권’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 간에 서로

캠페인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즐겁게 활동을 해주셔서 즐거웠다. 조금이나마 주

의견 충돌이 있거나 참여하는 사람만 하고 안하는 사람들은 이름만 명단에 올

민분들이 금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렸는 데 같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팀장과
부원들의 갈등, 일하는 부원과 하지 않는 부원 사이에 갈등도 있었지만 중간에
서로 이야기하여 잘 풀어 나갔다. 또한 부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부원들을 격려하고 끌어내주는 말투를 배운 것 같다. 또한 선생님이 하라
는 활동만 해왔던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해 나가는 진취적인 마인드를 얻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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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도 생긴 것 같다.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말한다
“이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세상
을 바꾸고 싶다는 신념을 배우게 되었다. 1년의 유네스코 활동이 지난 지금 우
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였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유네스코 활동을 계속할 것
이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보충시간에 유네스코 이념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에서 일어
나는 이슈들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과 그 일을 알릴 방법에 대해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 보충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참여했다. 사실 처
음에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하
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니 친구들도 아동인권 문제, 성폭력에 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도 찾아보았다. 또한 이런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해서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동인권 활동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그럼 저도 금

9월 11일, 꿈찌 만들기 후 한 활동이다. 꿈찌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연에 도전해볼께요.”였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세지가 전달이 된 것이다.

아동인권에 대해서 더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인권 침해 사례와 아동 노

우리는 하드보드지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간접흡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

동착취가 문제인 이유, 해결방법에 대해서 친구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다.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전시하면 주민 분들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은 훨씬

이 보고 지나가실 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하러 오시고 하드 보드

더 심각한 곳이었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한다던가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장되

지를 보고 더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다. 흡연이 자신 만에 문제가 아니라

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민 분들이 아시게 된 것 같다. 구체
적인 변화는 이 캠페인에서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한 켠에 분명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SNS 홍보를 주로 이용하였다. 우리 학교에는 특별하
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고 학교가 넓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리는 글을 써 붙여도 학생들이 잘 보지 않았
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홍보하기로 했
고 그 효과가 굉장히 컸다. 또한 학교 학생들 중에는 SNS를 안하는 학생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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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아 각 반마다 홍보물도 붙이기로 했다. 그리고 캠페인을 할 때는 확

캠페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성기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 많이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 정말 주민분들이

성공요인은 SNS 홍보로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교내에 홍보지를 붙이면서 학

끊임없이 와주셨고 한 분이 한 분을 데려오시고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정말 많

생들에게 알리고 직접 공원 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금연 팜플렛을 사람들

이 몰렸다. 또한 부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캠

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에 대

페인을 그냥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 데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보니 캠페인을

해 알릴 수 있었던 것이 성공요인인 것 같다.

할 때는 꼭 신고를 하고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캠페인을 할 때 꼭 연락을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팀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원들 사이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부원들도 있어 우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에 대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

리가 하려는 활동이 늦어지고 또 늦어졌다. 우리들의 노력이 더 추가 되었더라

려주고 우리가 이 금연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

면 계속 늦어지는 일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는 우리들의 활동

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캠페인에 사람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을 좋게 봐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금연 키트를 제작하기 위해 포함할 물건을 고

어린이, 부부, 어르신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어서 성

르기 위해 실제로 금연에 도전하셨던 선생님이나 현재 흡연을 하시는 선생님께

공적으로 캠페인을 마칠 수 있었다.

물으러 갔다가 너네가 이런 걸 왜 하냐 난 너네가 이런 거 줘도 안할꺼다. 이러

어려웠던 점은 방학 때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보충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나 시간

면서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안타까웠다.

이 맞지 않은 애들이 캠페인 준비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준비기간이 예상

또한 친구들도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때 정말 하기 싫다는 말을

보다 길어졌다. 하지만 많은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길어진 시간만큼 캠페인

많이 한다.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 우리를 믿어주시길

준비를 좀 더 탄탄히 준비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애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부탁드리고 싶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변화이다.”
문제를 보는 방법과 실패를 했을 때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청고등학교 이무용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시작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시작을 함으로써
실패라는 경험도 성공의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청고등학교 김경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꿈과 희망 그리고 나이다.”
내가 하면서 진짜 행복한 일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분들 혹은 학교 친구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전달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청소년 세계시민을 꿈과 희망, 그리고 나라고 생각한다.
양청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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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

있나요?

까운 전철역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다문화 인식 개

우리는 학교 주변에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와 남동공단을 통해 지역 문제를

선에 관련된 문구를 넣은 책갈피를 직접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었고, 홍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위치한 이마트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보판도 만들어 전철역을 이용하시는 지역 시민들에게 간략하게 다문화 사회의 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도

형을 설명하는 국수 모형과 샐러드볼에 관하여 설명하며 다문화 사회를 함께 만

마주하다 보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들어 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활동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세계시민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말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아직

교육을 통해 친구들에게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각자 다른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우리 동아리 GCI는 세계시민선도단체로서 사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활동 등을 실시하여 점점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자

람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사람들을 선도

노력하였다.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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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에는 이주아동 권리보장과 여성인권 보장정책에 대해 두 개의 주제를 가지

우리는 1학기 동안 동아리 봉사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

고 각 조별로 토론을 진행하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에 대해 관심을

육봉사활동을 해왔다.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사분들을 도와 환경미

가지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인권 관련 영화인 ‘줄무늬 파자마 입은 소년’을 감상

화 및 청소활동에 참여했고, 주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하고 난 후 세계의 인권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에는 피켓 제작과

도우미 활동도 해왔다. 비록 고등학생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많

책갈피도 제작하여 직접 사람들의 시선을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 않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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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다문화 체험 활동

인권 찬반 토론

5월 13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속의 다문화를

4월 5일, ‘이주아동 권리보장에 대한 정책이 타당한가?’와 ‘여성 인권을 국제법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설사 선생님의 인솔 하에 짜장면 박물관 등의 문화

으로 보장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유적지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가까운 지역 내에서 존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다문

재하는 다문화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화 가정 아이들에게 이루어지
는 정책과 그 한계점, 불필요
한 과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세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의식도 키
울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3월, 5월, 6월 총 3번에 걸쳐 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
간을 가졌다. 센터에 방문하는 어린이들과 책을 읽고, 교육봉사를 하며 환경 미
화도 실천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10월 18일, 학교 근처에 위치한 2개의 지하철역에서 동아리 부원들을 두 개 조
로 나누어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피켓에는 다문화 사회
의 모습을 설명하는 ‘샐러드볼 문화’와 ‘국수 모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책갈피를 제작하여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심
어 주고자 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파도이다.”
파도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모래 어류 등 무엇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기 때문이다.
연수여자고등학교 김현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스피커이다.”
스피커처럼 널리 소리를 키워 알릴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연수여자고등학교 양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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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	1년동안 프로젝트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세계의 여러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생
각도 들었다.
•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세계 문제에 대
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우선 설문조사를 통한 소통이 있었다. 정보시대가 활성화 된 만큼 우리는 다
문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홍보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거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친구들의 의사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조사의 편리함과 더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해나갔다.

•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넓은 사람’이 되었다. 원래 다문화, 인종 등에 대한 편
견은 없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식을 더 깊이 심을 수 있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던 내 자신의 모습을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 다시 돌
아보면 확실히 다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중 책갈피를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무관심
한 사람들의 모습에 조금 당황스럽고 다가가기 힘들었다. 하지만 정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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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한다며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도 계셔서 더욱 힘을 내 이 프로젝트를 알
릴 수 있었다.

•	다문화 인식 개선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서 주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	캠페인 준비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걱정하며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고, 세계시민으로서 배운 여러

두려워했지만 예상 외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덩달아 적극적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어 다문화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노력
을 했다.
•	우리 동아리에서 주도한 활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했던 봉사활동이 기
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진 막연히 ‘다문화는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는

인 참여를 할 수 있었다.
•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생각보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조금은 힘들었었다. 그
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단 한 명의 인식만 개선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보람찬 일이라 느껴 더 웃으며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	제일 최근인지라 기억에 남는 것은 다문화의 긍정적 인식을 위한 캠페인 활
동이다. 길을 가다가 쉽게 볼 수 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쉬울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사람 한 명 잡고 설명하기도 벅찼다.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주변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	큰 변화는 주지 못하였을지라도 교외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지나가던 이름
모를 행인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긍정적 다문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끌 수 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는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알리거나,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직접 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게 해야 할까요?
•	직접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문
제를 알리고, 책갈피에 내용을 담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
즘에는 SNS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더 많은 소

•	교내에 다문화 인식 개선과 관련한 유인물을 부착할 예정인데, 한 사람 한 사
람이 조금씩 관심을 가져 준다면 지역 사회에, 나아가 전 세계에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네스코의 홍보와 정보 전달이 좀 더 실질적
이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통을 위해서는 교내는 물론이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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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및 환경>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자
발적으로 환경 정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변화를 유도

•	학교폭력을 극복하고 모든 지역 구성원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의 필요성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토론과 상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	난민, 전쟁, 핵무기, 이념, 종교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주제로 탐구하고
토의하며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를 필요성
•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및 부의 편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생산자와 노동자가 보호 받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과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상대성이 구현되는 활동의 필요성
•	소중한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탐방하는 시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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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 역사에 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의 말벗이 되어줌으로써 학교생활의 적응 및 평화 인

의식 함양의 필요성

권 교육 실천

학교 옥상 텃밭 경작
우리 학교 유네스코학교 운영 중심 동아리인 운암고 4-H회는 학교 옥상 텃밭
•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성지도와 한글 지도를 통한 문화가정 자녀의 시민의
식 함양

을 2년째 경작하고 있다. 첫 동아리 활동시간에 겨우내 묵혀 있던 옥상 텃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다. 세 개조로 텃밭을 나누고, 각 조별

•	사회 문제의 탐구를 통한 통합적 사고 함양, 지역사회 역사 문화 탐방

로 고구마, 깻잎, 고추, 가지, 상추, 토마토, 콩, 땅콩 등 키우고 싶은 작물을 선택

•	지역 도서관 및 아동센터 연계 영어스토리텔링 재능기부 활동

하여 밭을 디자인해 보았다. 조별 팻말도 꾸며 텃밭을 구별하여 각자 책임감을

•	지역아동센터 연계 체험 수학 및 초등수학 학습활동 지원 재능기부 활동

갖고 밭 관리를 하기로 다짐하였다.
올해 텃밭은 틀밭으로 구성하여 경작하게 되었다. 틀밭은 나무틀을 이용하여 밭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및 환경>

을 구획하여 이랑의 흙이 흘러내려 유실되는 것을 다소 막아줄 수 있어 흙이 부

•	텃밭경작을 통한 환경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족한 밭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틀밭을 구획하여 조별로 밭을 나누고 계획

•	동물 보호 및 생명권 존중을 위한 봉사 및 캠페인 활동

한 작물을 심어 무성해진 모습이 뿌듯하다. 현재 가을 작물로 배추와 무, 대파가

•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여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는 생활을 추구한다. 직접 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운암고 4-H회는 텃밭경작 외에도 GMO식품에 대한 인

연재료로 화장품 및 세정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전달한다.

식개선 교육과 친환경소재로 인테리어 액자 만들기, 미니텃밭 만들기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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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행하였다.

국내 및 국제적인 경제와 경영 트렌드를 탐구하며, 불공정무역 및 거래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캠페인 활동 및 지역 문화의 집 연계 봉사활동 실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학생들이 나, 우리, 지역사회, 세계 간의 연계성을 깨닫고 국제관계를 이해
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다.
•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차이와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른다.
•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줄 아는 친환경적 태도를 배양한다.

2017 평화인권대회 개최(4월 10일)
2017년 4월 10일, 인권존중, 민주주의 가치 실현, 비폭력, 차별 없애기, 양성평등,
다문화존중, 평화통일, 독도사랑, 국제협력, 생태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총 293명
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1, 2, 3학년 학생들은 만화그리기(22명), 포스터그리기
(20명), 글짓기(97명), 시 또는
시화그리기(154명)에서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여 개성 있게 표
현하였다. 학생들이 평화인권의
주체로 참여하여 평화로운 삶
을 실천하는 민주 시민을 육성
하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교
육적 가치에 대한 교육 공동체
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운암UN 동아리 활동
운암UN 동아리는 2015년부터 운영된 자율동아리이다. 올해 3학년이 된 동아리
원 5명이 모여 고등학교 마지막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화학·환경 동아리 네이쳐

5월 25일 점심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운암고 모의 유엔 제 4회 컨퍼런스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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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중국, 한국, 독일 총 4개국이 참가하여 실제 유엔

신들이 생활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Upcycling 제품

채택 결의안 중 ‘북한의 핵실

을 고안하고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Upcycling의

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

개념을 배우고,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원을 아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제 사회의 제제와 대응방안’,

배웠다.

‘시리아 난민 해결 방안’ 두 가
지 의제로 기조연설문을 작성

1인 1외국어 사업 선정

하여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

본교는 2학기부터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1인 1외국어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활동

을 가졌다.

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는 다문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제2외국어 교육
이다. 이에 따라 일본어 3개

화학·환경 동아리 네이쳐

반, 중국어 1개반, 베트남어 1

3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율동아리로서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이 모여 천연재

개반으로 총 5개반의 방과후

료로 제품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동아리이다.

제2외국어 회화수업이 개설

6월 7일, 8교시에 4층 물리실에서 천연재료로 비누와 립밤을 만드는 활동을 하

되었다. 매주 수요일 방과후

였다. 완성도 높은 비누와 립밤을 제작하였으며, 천연재료로 만든 립밤과 비누

7, 8교시에 수강자 60여 명
은 다문화 원어민 선생님과

를 직접 사용해 보니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뛰어났다.

함께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

운암고 제2회 글로벌 가요제

어를 배우고 있다.

본 가요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대중 가요를 부르는 콘테스트로 운암고
작은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운영은 작년과 달리 장소도 넓히고, 동영상을
통한 예선 심사 등 방식을 바꾸어 진행되었다.

동아리 사회·역사탐구반

26팀(57명)이 참가하여 6팀이 수상하였고, 최우수를 받은 2학년 방*혁 학생은

1, 2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창체 동아리로서 지역 사회의 역사적 기록 및 유산

John Legend의 감성 발라

이 남아 있는 유적지를 탐방하고 조사한 후 토의하고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깊

드 All of Me를 불러 관객을

이 있는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동아리이다.

감동시켰으며, 2학년 정*희,

10월 20일 물향기 수목원을 방문하여 자연과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홍*화 학생의 용홍본색 팀은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2월에는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한 천연비누를 제작하

영화 영웅본색의 OST 당년

여 나누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불행한

정(當年情)을 재치있는 퍼포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먼스와 뛰어난 모창으로 소
화해 내며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우수상을 차
지하였다.

환경을 주제로 한 2학년 교과융합수업
2학년 영어교과서에 환경과
E-waste에 대해 배우고, 이
와 관련된 융합수업을 계획
하였다. 재활용품을 단순히
분리배출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켜
활용하는 Upcycling. 2학년
전학년 학생들은 영어시간을
이용하여 빈캔을 이용한 향
초를 만들어보고, 그 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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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좋은 영향을 주는 활동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활동의 일환으로 다육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식물 키우기, 천연 비누·립밤 만들기, 천연 입욕제와 에코 필통을 만들면서 주

처음에는 막막하였지만 프로젝트 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

위 사람들에게 ‘환경을 생각하고 화학물질을 최소화 하자!’는 우리 동아리(네이

로 발전할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서로의

처)의 목표를 전달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의견을 배려하려는 분위기를 통해 존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

서는 캠페인과 활동들을 결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협력적 활동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
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다. 활동을 하며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소통하는 마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음 자세와 전 지구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갖추게 되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처음 해 봐서 서툴렀지만 1년 동안의 과정을 떠올리고 결과물을 보
니 매우 뿌듯하고 행복했다. 온라인은 언제, 어디서나 유네스코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쉬운 방법이다. 온라인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오늘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온라인은 인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임을 인식하여 자주

4-H에서 직접 수확한 작물을 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나누어 먹으며 도시 농

이용하며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일정을

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노동의 가치

조율하였다.

와 자연, 생명을 사랑하게 되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 협력을 통해 좀 더 조직적으로 활

국제 기구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UN 국제 기구에 대

동했던 것이 주요한 성공을 가져다주는 극복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해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교내 모의 유엔 동아리를 조직하여 국제기구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 좋은 결실을 얻은 한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세계화의 흐름을 이해하며 더 큰, 더 넓

해였다.

은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작은 바람을 일으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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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로 인해 조금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마을 문화 축제에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여러 지역 사람들과

매우 좋았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각한 것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부스에서 업 싸이클링 이라는 주제로 비

예산 지원을 받아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프로젝트

닐봉투, 종이 쇼핑백의 사용을 줄이고 부직포 가방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진

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

행하였다. 사람들은 부직포 가방을 받고 그 가방을 전용 매직펜으로 꾸며서 가

끌어 내기 위해 사회개발교육, 빈곤가정 지원, 캠페인 활동 등 다방면의 협력활

져갈 수 있었다. 많은 지역 시민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SNS 상에

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서의 홍보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소통에

교육 봉사와 같은 자원 봉사 활동을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 다양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인체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민들레 홀씨이다.”
바람에 민들레 홀씨가 날리듯 꿈을 넓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운암고등학교 한혜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눈덩이이다.”
시작은 미약해도 그 끝은 창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운암고등학교 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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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울커피 (ULSAN CULTURE PEOPLE)
학교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3길 16
지도교사
김혜영

학생구성원
우지철, 이현주, 권태현, 김지훈, 박성윤
박태빈, 음채미, 정다님, 정현민, 김승호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문화상대주의적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있나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사한 지역 문화 축제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홍보하며 고

울산이란 도시는 다양한 처용, 옹기와 같은 다양한 고유문화와 장생포 바다

유문화 이해와 전승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기존의 지역문화 축제를 소개하

와 태화강 같은 자연환경 등 문화생활의 여건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공업도

고 새롭게 만들고 발전시킬 만한 문화를 찾는 과정에서 소중한 우리의 것을 되찾

시라는 이미지가 강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자긍심이 학교 친구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으며, 이런 마음

실제로 교내에서 울산지역 문화 인식 조사를 하였을 때 울산의 고유문화에

으로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하나’임을 알리고 싶었다.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보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

존·발전시키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뭉클한 감정을 만들어 가는 것

유문화와 축제를 조사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이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가 만들고자하는 변화이다.

유산의 전승방안을 모색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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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고유문화를 찾기

우선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커

• 울산지역 고유문화를 홍보하기

지고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사회모습을 배우고 이해하는 폭넓은 시각을 갖게

• 울산지역 축제에 참여하기

한다고 생각한다.

• 울산지역 축제에 참여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특히, 영국·독일 해외탐방을 통해 울산과 세계 문화를 비교하며 새롭게 눈
뜨게 것이 있다. 바로 ‘나’에 대한 정체감 확립이다. ‘나’에 대한 이해는 ‘너’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역문화 바로알기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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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문화, 위인 조사하기

울산 조선해양축제 참가

울산의 문화축제, 문화유산, 위인 등을 조사하였다.

방어 잡기대회, 일산 대첩(물총싸움), 얼음 배 조각대회, 현대 중공업 투어, 해상

모둠별로 주제를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서로 공유하며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불꽃 쇼 등이 열렸다. 대부분의 행사가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었다. 방어 잡기

내 고향 울산의 모습을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스포츠리더를 꿈꾸는 우리 학생

대회와 일산 대첩은 미리 신청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현대 중공업 투어

들에게 울산의 스포츠위인을 찾는 일은 참 흥미롭고 설레는 일이었다. 우리학교

는 아쉽게 신청을 못해서 하지 못하였다. 현장 포로그램이라 인원이 다 차면 참

교장선생님께서 국가대표로 활동하셨고, 전국체전에서 성화 봉송까지 했다는

가가 불가능하다.

기사를 접했을 땐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다.

울산의 문화 축제 참여계획

울주산악영화제 참가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조를 나누어 울산 문화 축제에 참여하였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악스포츠, 산악문화, 모험, 탐험 그리고 자연과 환경에

울산 summer festival, 울산 조선해양 축제, 울주 산악영화제, 장미 축제, 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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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화를 소개하는 한국 최초의 산악 전문 영화제이다. 현장접수와 인터넷

문화제, 태화강 납량 축제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예매가 있었는데, 축제에 대한 정보를

울산의 다양한 축제들에 참여

찾아보다가 1회 영화제에 갔다 오신 분

하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들이 인기 있는 영화는 예매를 하고 가

울산지역 고유문화들에 대해

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매를

알 수 있었고, 각 축제마다 좋

했다. 첫날 가서 개막작인 ‘독수리 공주’

았던 점, 아쉬웠던 점 또 다른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런데 영화

친구들에게 추천할 점 등에 대

제인데도 불구하고 축제라서 그런지 영

한 보고서를 작성하다.

화 말고도 여러 가지 체험활동 하는 곳
이 많았다. 첫 날 윤도현 밴드가 와서 공

울산 summer festival 참가

연을 해주었다. 밴드 공연을 보고 클라

지방인 울산에서는 잘 접하지 못 할 연예인 콘서트인데 매년 연예인들이 울산까

이밍 체험도 했다.

지 와서 공연을 해주니 정말 좋았고 연예인을 봐서 신기하였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했고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공연이 잘 진행

대공원 장미축제 참가

되지 않았다.

울산 대공원의 장미원을 홍보하고 울산 시민들에게 여가 활동의 장소를 제공함
과 동시에 울산광역시의 지역 경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매회 개최된다.(입장
료 : 1,000원)
•	다양한 종류의 장미들이 전
시되어 있다.
•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꽃들도 많았다.
다양한 식물을 한 곳에서 이렇
게 많이 보는 것은 색다른 체
험이다. 많은 꽃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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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공연들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지루할 틈이 없었다. 타 지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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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많이 찾을 만큼 이 축제는 다른 축제들보다 많이 알려지고 규모가 큰 것 같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다. 다른 축제들도 울산 장미축제처럼 다양한 볼거리와 컨텐츠를 알차게 구성한

•	울산에 8년 동안 살면서 울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던 내가 유네

다면 많은 울산 시민들이 찾을 것 같다.

스코활동을 한 이후로 울산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울산이라는 도

울산처용축제 참가

양한 참여로 인해 울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하게 된 것 같다.

시가 공업단지도 많아 공기도 좋지 않다는 의식이 있었지만 울산문화의 다

느티 마당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농악 등이 열렸는데 이것 외에도 매

•	서울에 거주하는 타지역 학생이어서 울산의 다양한 문화 축제에 대해 잘 알

듭 만들기, 처용탈, 목판 찍기,

지 못했는데 이번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울산의 문화축제들에 대하여 상세

전통악기체험 등을 체험했다.

히 알게 되었고 실제로 축제에 참가해 유익함과 즐거움을 얻었던 것 같다.

저녁때는 처용체조라는 불리
는 것을 했다. 여기서 체험할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수 있는 부스는 거의 공짜여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서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내 의식이 변함에 따라 가족들에게 여러 문화들을 소개해서 같이 참여함으로써

있었다.

가족들도 울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유네스코 동아리로
서 울산의 다양한 축제에 참가하면서 학교에 울산의 축제들에 대하여 홍보를

태화강 대숲 납량 축제 참가

하였고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축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 같다.

제 11회 태화강 대숲 납량 축제는 8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스토리텔링 개막식
을 시작으로 태화강 대공원 야외공연장과 대숲 산책로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체험이 진행된다. 축제가 시작되는 11일 저녁에는 개막식 후 보러 가면 DJ파티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로 여름 밤을 신나게 즐길 수 있다. 12일 토요일에는 각종 거리공연과 연주 ‘태

게 해야 할까요?

화전설’, ‘기차’ 공연 그리고 영화 상영이 진행된다. 13일 또한 거리 공연과 연

강동초등학교 학생들과 ‘울산 문화 나누기 체육대회’를 같이함으로써 학생들

극, 영화 상영이 진행되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지옥문-지옥굴-죽림미궁-귀신

에게 새로운 스포츠나 접하기 힘든 스포츠 활동을 가르쳐주고 즐기면서 지역

마을-집단지옥-환생문 코스

사회가 스포츠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프로젝트를 홍보

의 호러트래킹 코스가 운영된

하기 위해 SNS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또한 여러가지 체험 부스
와 먹거리 푸드트럭도 운영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다. 입장료는 개인 당 1,000원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이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울산에서 개최하는 많은 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축제를 다니면서 신체적으로

보고서 발표, 감상 나누기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우리 지역을 잘 알려보겠다는 긍정적인 마

바쁜 중에도 축제를 체험하는 일은 짜릿하고 유쾌했다. 지친 일상에 달달한 간

인드를 가지고 행사에 임하니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식을 먹는 느낌이었다. 각 조별로 조사한 발표지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이 우리들의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갔다. 울산에 이렇게 많은 축제가, 그것도 그렇게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에 뿌듯함이 느껴졌다.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만들어 뿌리고 싶은 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음. 모두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를 손에 쥐게 되어 보물 하나 건진 행복함으로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이번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울산의 축제들을 탐방하고 홍보하는 우리 프로
젝트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부족했기에 주변에서 조금 더 관심과 격
려를 해준다면 더욱 더 프로젝트를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거 같다. 또한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유네스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에 학교의 유네스코 활동 지원이 늘어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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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때문에 환경을 프로젝트의 다른 주제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은 “나 하나쯤을 버려

있나요?

도 괜찮겠지?”,“나 하나쯤의 음식을 남겨도 괜찮겠지?” 등의 생각에서 환경문제

세계화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이주하고

가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엄청난 재앙까지 불러일으킨다

있다. 특히 원화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한 달서구에서는 많은 공단이 있다. 그

고 많은 학생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무심코 한 행동이 환경 문제에 얼

래서 세계 다양한 문화 성격을 띄는 사람들이 달서구에 옴으로써 빠르게 다

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 지 파악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해결방안을 계획

문화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를 다문화 및 지

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역 문화로 선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즉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많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

유입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외래어의 정확한 뜻을 모른 채 많이 쓰고 있다. 또 한

하고 있다. 과거보다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될수록 인권 문제의 심각성

글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비속어, 줄임말 등을 사용함으로써 한글의 정체성을

을 깨닫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람들이 잠재적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토의

으로 남아 있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한 뒤 활동들을 정하고 실천하였다.

러므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사례와 장단점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토의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우리말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과 우리 문화를 스스로 잘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올바른 우리말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고 그 문화들과 우리나라

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천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사람

의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서 외국인들이 우

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리나라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환경문제는 큰 영향을 미치기

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보기 위해서 다양한 교류

475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활동들에 참여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우리나라

원인과 결과의 나무 제작

와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도 알게 되었다.

2017년 3월 29일, 다양한 사회 문제

또한,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글을 알리기 위해 우리 동아리는 직접 포스터를 만

들을 주제로 원인과 결과에는 어떤

들기도 하고, UCC도 만들고, 순우리말 십자말풀이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홍

것들이 있는지 나무에 그려서 눈에

보하며 한글을 알리는 프로젝트 진행하였다. 또한, 인문학 특강을 들으며 한글

보이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본 활동

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어

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

사용의 문제점, 순우리말 등 한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한글의 소

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보았을

중함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

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나요?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자부심과 창의성을 가지고 솔선수
범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
며 세계 시민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글 알리기’ 프로젝트 - 교내 게시용 홍보물 만들기
2017년 4월 12일, 평소에 한글을 마음대로 줄여 쓰거나 맞춤법을 틀리게 쓰는
학생들이 많아 학생들에게 자주 헷갈리는 맞춤법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권장하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

고자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각반들과 학생들이 자주 가는 화장실이나 급식

없이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래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실 근처에 포스터를 붙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알렸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사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	우리 원화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도

되돌아보면서 우리 말과 글을

록 노력하겠다.

바르게 사용하여 아름다운 언
어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책 ‘사막의 꽃’에 대한 자신의 의견 말하기
2017년 4월 26일, 사막의 꽃이라는 책을 보면서 주인공이 직접 겪은 어떤 부족
의 악습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모든 부원이 이 책을 읽고 동아리 시간에 모여
서 함께 독서토론을 하였다. 모두 주인공이 겪었을 힘듦에 마음을 아파했고, 이
악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문화의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토론한 후에는 독후감을 쓰며 책의 내
용을 되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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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알리기’ 프로젝트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017년 5월 10일, 한글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의 목적으로 QR
코드를 활용하여 맞춤법 퀴즈를 실시하였다.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한글 맞춤법
실태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퀴즈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맞춤법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맞춤법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 교내 학생들
에게 올바른 맞춤법 사용을 위한 맞춤법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었다.

심각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세계시민여행 참가
2017년 6월 9일~11일, 본교 윤은수 학생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 세계시민
여행에 참가하였다. 레인보우 프로젝트 박람회를 통해 우리 동아리에서 계획하
고 있거나 이미 시작한 활동들을 발표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신천 물사랑 지킴이 활동 참가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구경하면서 본받을 점을 배우고

2017년 5월 20일,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집결하여 수성교로 이동하면서 시민들

고쳐야 할 점을 함께 의논하였다. 세계 시민에 관한 강연 등 다양한 강연을 듣

을 대상으로 물사랑 캠페인활동을 진행하며 환경정화 활동하였다. 또한, 홍보활

고 세계 시민이 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갈 기회를 가졌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

동을 하기 전 배부 받은 pH 종이를 통해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더 깨끗한 수질

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
소 쉽게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체험함으로써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헌혈의 집 봉사활동 참가
2017년 6월 17일, 헌혈의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헌혈을 권장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헌혈을 권유하였다.
많은 사람에게 헌혈에 대해 알리고 헌혈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에 대해

두류공원 환경정화활동

서도 알려주었으며 이를 몰랐

2017년 5월 27일, 학교 인근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공원을 이용한

던 사람들에게 헌혈할 기회를

후 쓰레기를 길에 그냥 버리거나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로 버리는 모습을 보

마련해주고, 헌혈에 대한 관심

고 시민의식이 부족한 모습이 항상 안타까워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환

을 끌게 해줄 수 있었다. 헌혈

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올바른 시민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

에 대한 교육을 들고난 후에

기 위해 두류공원을 구역별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쓰레기 문제의

는 헌혈에 대해 몰랐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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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헌혈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헌혈에 필요한 기구들을

유네스코 동아리 홍보 UCC 제작

조립하고 서로 협동하여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7년 8월 19일, 단순한 동아리 홍보 UCC를 제작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활
동은 본래의 취지를 뛰어넘어 영상 시청자들에게 ‘물사랑 캠페인’, ‘신천 환경 정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관 방문

화 활동’, ‘Earth Hour’와 같은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들을 알림으로써 환경 보호

2017년 7월 18일,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관에 방문하여 박제

및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같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계기가

동물과 수생 식물 등이 전시된 전시관을 둘러보고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자

되었다. 현재 유튜브 검색창에 ‘원화여고 유네스코 홍보 영상’를 검색하면 동영

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연에 대한 흥미를 기르게 됨. 우리 일상에서 쉽게

상을 볼 수 있다.

생기는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며 생김새, 곰팡이의 이로운 점 등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환경에 대한 책
임감을 기르게 되었다.

한글날 기념 우리말 글 퀴즈대회 참가
2017년 10월 9일, 퀴즈대회에 참가하여 조별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으며 평소에

대구 파티마병원 방문 및 체험

어려워하거나 생소했던 우리말에 대해서 퀴즈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부하여

2017년 7월 19일, 올바른 직업관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유네스코 대

익혔다. 더불어 우리말의 역사

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구파티마병원 체험학습에 참여하였다. 간단한 오리엔테

와 원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션 후 감염관리, 손 씻기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간단히 받은 후 병원을

그에 따라 한글의 우수성을

투어를 하였다. 접수 수납, 국제진료센터, 종합건강증진센터, 여성건강센터, 외

널리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

국인 병동,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등 평소에 쉽게 갈 수 없었던 장소 방문이

게 되었다.

었기에 생소하였고, 병원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
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이라고 해서 의사와 간호사만

세계 축제 발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병원 내에서도 다양한 직업과

2017년 10월 10일, 각 나라 문화를 검색하며 다양한 나라의 명소와 축제들을 발

서비스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우수한 발표를 한 팀은 스페인의 축제 ‘라 토마티
나’를 주제로 한 피피티를 직접 제작하여 발표한 팀이었으며 축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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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명소와 먹거리까지 조사하면서 친구들이 스페인의 문화와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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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조별 발표를 통하여 팀워크를 기를 수 있었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며 다양한 나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몰랐던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익한

많은 기대 속에서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를 다문화로 선정하였지만 사실

시간이었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현재 국내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화합을 목표로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활

대구 유네스코학교 축제한마당

동이 생각났지만 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1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유네스코 대구협

처음 구상한 것만큼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노력한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무사히

회 학생 회원 전진 대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해에는 일본 유네스코 회원들

잘 마쳐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도 참가하는 전진 대회였기 때문에 케이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 중 '한글'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

였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호응을 끌어내고자 아이돌의 춤을 커버하여 장기자랑

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한국말이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

에 참가하였으며 유네스코 학생 회원들과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또

기 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글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이번 유네스코 대구협회 학생 회원 전진 대회를 통해 유네스코 1년 활동을

하게 되었다. 많은 학생이 단순히 ‘한글이 과학적이다’와 같이 한글에 대해 추

돌아볼 수 있었고 큰 행사인 전진 대회에 참가한 만큼 유네스코 회원으로서의

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글의 역사, 우수성 등은 잘 모르고 있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더군다나 한글을 보존하기는커녕 각종 은어와 잘못된 맞춤법으로 한글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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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글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잘못된 맞춤법 개선 운동, 청소년의 은어 사용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상황을 잘 파악한 후 그에 맞는 해
결책을 찾아내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한글 인식과 사용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이를 잘 해결
해나간 것 같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2017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큰 주제 중 하나였던 지역 문화의 ‘한글 알리기 프

경북대학교 주관 인문학 교실 참가

로젝트’ 활동 중에는 전교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과정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11월 (진행중),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교실에 현

원화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홍보물을

재 참가 중이며 10회 프로그램 중에 7회까지 진행되었다. 다양한 한글 관련 활

만들어서 다시 원화여고 학생들에게 한글을 알리는 것과 같이 이번 레인보우

동을 하고 있으며 8월 13일에 있었던 한글날 특집 골든벨 지역 예선에도 참여했

프로젝트에서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었다. 본 인문학 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 순우리말, 발

또, 모든 활동을 끝내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 가족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음 등 한글의 다양한 특징들을 배우고 있으며 간단한 맞춤법이나 순우리말조차

기회를 얻었다. 세계시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세계시민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말에 무관심했던 자신들을 반성하며 바른 우

알려준다거나, 그 활동을 통해 겪은 소중한 경험을 공유했다. 세계 축제 발표

리 말을 사용을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에서 배운 내용으로 관련 교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선생님
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었다.
올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에 돌입한 우리의 주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물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한 해 동안 친구들과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 또한, 우리글인 한글에 대해서도 교내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끌어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올바른 세계 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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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예상외로 어려웠던 점은 주변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 홍보물 제작, UCC 제작

게 해야 할까요?

등 많은 홍보물과 참여 가능한 설문지들을 만들어 배부하고 참여하기를 권하는

각 학교의 유네스코 프로젝트 발표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어떤 활동

노력을 했다. 또, 이를 수행하며 관심도가 낮은 것을 보아 아직 우리가 다루어왔

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다른 학교와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한 것을 바탕

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우리가 끈기를 가

으로 동아리 시간에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개선해

지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

야 할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다.

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앞서 말하였던 각 학교의 유네스코 프로젝트 발표 활동과 같이 각 지역 학

반면에 직접 현장을 가서 체험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함께 활동했

교 간의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교

던 점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을 우리가 직접 접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류하고, 뜻을 함께하는 학생들과 만남을 통해 프로젝트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생태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생태계를 지켜야겠다는 생

것이다. 프로젝트마다 자신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모든 소속원이 잘 알 수 있도

각을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해서 생

록 함께 회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한다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나가
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정보 사회의 가장 큰 이점은 많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실질적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어 쉽게 소통할 수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단순히 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다문화, 그리고 환경 문제는 대구라는 한 지역에만 한정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와 세계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과 세계로 뻗어 나가 많은 사람이 집중해야 할 문제

들을 알아가는 것이며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학

이며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간헐적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 다른 지역

교 학생들이나 다른 나라의 외국인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

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 시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리나라만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 세계적인 문제도 함께 알아가고 해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고민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

해 나감으로써 환경문제나 인권문제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에게 필

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과 프로젝

요한 것은 문제를 당시에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트의 질을 보다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
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들이 모이면 아주 크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수 있을 것이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름길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지름길이 되어준다.
우리들의 의견이 모이면 지역사회나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여자고등학교 신나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퍼즐이다.”
우리의 활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사회에서는
하나의 다 맞추어진 퍼즐처럼 나타나게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원화여자고등학교 차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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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있나요?

우리는 인천국제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온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

이유가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의미를 모호하게 알고 있거나, 실제로 필요한 자질

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

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안다고 해도 그 중요

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를 통해 다른 나라와

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Global Leader를 꿈꾸지

문화 교류를 함으로써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물론 그

만, 아직 Global Citizen으로서의 자질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개선

교류는 지역문화를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필요함을 느끼고, 우리 I-UNESCO는 세계시민의 자질과 진정한 세계화를 이

인천국제고등학교는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의 한 부분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

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또 알리고자 했다.

오는 외국인들이 첫 발을 내딛고 한국인들을 처음 만나는 인천국제공항이 위
치한 한국의 얼굴,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국제교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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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인사들은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체계와

•	유네스코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를 익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가곤 한다. 하지만 인천국제
고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소양을 갖춘다.
•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한다.

된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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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진로/관심분야 관련 한글 기사 및 유네스코학교 영문 저널 발행

부고, 한양외대부고, 광양고-총 80여명)

4월 16일,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한글로 유네스코와 관련된 내용 중 본인의 관

우리는 직접 ‘세계시민의식 고취’라는 주제를 정하고 장소와 날짜 역시 스스로

심 분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격주로 프린트한 기사를 유네스코 게시판에 부

정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6일, 한강공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 동아리

착했다. 또한 한 해 동안 했던 활동들과 국제사회 관련 문제들, 자신의 관심분야

에서는 약 10명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 개선에 직접적

등에 관련한 영문 기사를 작성

으로 도움이 되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

했다. 완성된 영어 문집은 본
교 신입생을 비롯하여 지역의
유네스코학교 및 타 학교의 유
사 동아리 또는 해외 자매학교
에 배부하여 모든 문집 독자들
과 세계의식을 공유했다.

동아리 내 모의유네스코총회 진행
세계화 시대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논제인 ‘IS의 불법 무기 거래 활
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모색’을 총회 주제로 선정하고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대사단과 의장단이 되어 2017년 5월 11일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진행했다. 보다
깊이 있게 세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각국의 입장을 고

책 기부 행사

려하고 타협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기를 수 있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7월 18일~8월
14일 약 한 달간 동화책과 현재 읽지
않는 책들을 받아 모두를 위한 교육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
게에 기부했다.(총 210권) 이를 통해
따뜻한 나눔의 자세를 몸소 실현할
수 있었다.

북세미나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원조에 관련된 책, 『죽은 원조』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한

KOICA 세계시민의식 강연

뒤 세계시민으로서의 견문을 넓혔다. 이후 9월 13일 독서 내용에 관련한 질문들

KOICA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특별강의를 위해 교내 사회참여 동
아리 ‘UTOPIA’와 협력하여 이
애리 강사님을 초빙하고 6월
8일 함께 강연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우리는 세계시민
의 개념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
해 배울 수 있었다.

인천X서울 유네스코학교 연합 캠페인
I-UNESCO는 타 동아리들과 연합해 캠페인을 열고자 하였고, 총괄 역할을 맡아
총 7개의 인천, 서울 지역 유네스코학교를 모았다.
(참여 고교 : 인천국제고, 미추홀외국어고, 인천외국어고, 인천해원고, 서울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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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조별 토의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교내 모의 유네스코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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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세미나 때 읽고 공부했던 『죽은 원조』를 토대로 논제를 ‘개발도상국에 대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효과적인 경제 원조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모색’으로 선정하고 전교생을 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KOICA 세계시민의식 강연을 통해 기본적인 세계

상으로 2017년 9월 12일 모의 유네스코대회를 개최했다. 대사단을 지원해 합격

시민의 개념과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등을 공부했다. 이를 토대로 ‘원

한 학생들은 대사로서, 동아리 부차장은 의장단으로서, 나머지 부원들은 모두

조’라는 주제 아래 북 세미나와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진행했다. 또한 인천·서

스태프로서 이 대회에 참여했다.

울 유네스코학교가 연합해 ‘세계시민의식 고취’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
내 책 기부 행사를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 했던 세계시민에 대해 공부하고 다른 누군가
에게 알려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적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용해 효과적인 원조, IS 불법 무기 거래 등의 세계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
법을 배웠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세계시민으로 자랐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우리는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다양한 기사들을 작성하
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했듯,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배
우고 관심을 가지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였다.

유네스코 Dream 드림 희망나눔가게

뿐만 아니라 이면지를 활용한 ‘에코 노트’를 제작하였다. 교무실, 교내 인쇄실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Dream 드림 희망나눔가게를 신청했다.(12월 중 예정)

혹은 교실에서 버려지곤 하는 이면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전교생의 참여를

본교 학생들이 교육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르완다 지역 아이들에게

이끌어내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제작한 ‘에코 노트’는 ‘유네스코

문해교육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DREAM 드림 희망나눔가게’ 활동과 연계하여 기부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것이다.

증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에코 노트’의 인식 개선 문구와 제작 과정을 보여

또한, 환경의 중요성까지 알 수 있게끔 부원들이 직접 교내의 교무실, 교실 등에

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 재고와 기부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며, 부원들은 에코

서 발생하는 이면지를 수거해 손수 제작한 에코노트와 포스트잇을 기부에 참여

노트를 제작하며 일상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배우고

하는 학생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반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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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게 해야 할까요?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앞서 언급했듯 타 학교와 연합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학교명을

연합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준비된 장소가 협소해 계획

언급하자면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인천해원고등학교, 서

했던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간단하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대체해야 했다. 힘들게

울외대부고, 한양외대부고, 광양고등학교이다. I-UNESCO는 사람들이 세계시민

준비한 것들을 포기하려니 아쉽고 속상했지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재빨리 대처

의식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연합 캠페인을 준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하고 계획했다.

또한 총괄 역할을 맡은 입장에서 모든 학교들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 역할을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8월의 낮이었기 때문에 매우 더운 날씨였다. 그래서 오랜

분담하고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교별 시험기간이나 방학

시간 돌아다니며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그늘에서 쉬고 싶어 하거나 귀

기간이 모두 달랐고 인원이 많다보니 한 번에 이야기를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

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초기에 거절을 많이 받았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체력

다. 하지만 이는 총괄 역할을 맡았다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타 학교

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성심껏 준비한 캠페인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준비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생각에 힘을 내 예정된 시간 동안 캠페인을 무사히 끝마쳤다. 이 캠페인을 통해
‘유네스코학교’와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캠페인 형식의 활동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을 깨달았다. 이번 캠페인에서 아쉬웠던 날씨나 참여도 등의 문제를 보다 보완

이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측에서의 후원이

해서 준비하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장소를 섭외하고 세
세한 것까지 계획하는 일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버거운 일이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희망이다.”
세계시민의식을 모른 채 살아갈 때는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이예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열쇠이다.”
그냥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임지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친구이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해도, 살면서 꼭 옆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최예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거울이다.”
살면서 바뀌는 세계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 내가 실수하는 모습들을 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대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명진호

484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인천대건고등학교

나의 자유는 곧 타인의 자유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37
지도교사
이경임

학생구성원
김도형, 김민우, 성현민, 김재윤, 이선규, 임채혁
이재민, 전정혁, 김민석, 김병준, 이민구, 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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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다는 취지로 동아리 이름을 ‘타인의 자유’

인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명명하고 최대한 주변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
고자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Social Inequality 특
강을 동아리 학생 전원이 수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극화와 세계화 이
슈 등에 대해 배우고,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과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
육 등을 신청해 교육을 이수해 더욱 탄탄한 이론적 내공을 쌓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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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여성인권 및 젠더이슈 교육

‘사회적 불평등’ 특강 10차시 수강

일시 : 2017년 5월 11일, 19일

일시 : 5월 13일~6월 10일

내용 : 여성인권, 젠더폭력, 여성혐오, 데이트폭력에 대해 인천의제21 소속강사

내용 : 전학년 희망자 67명을 대상으로 Social Inequality 수업을 통해 기업의 생

를 초빙해 4차시 강의를 진행하였다.

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세계화와
양극화의 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옥스팜 트레일워커 패밀리 프로그램
일시 : 2017년 5월 21일

‘내가 읽은 인권’ 독서 토론

내용 : 세계 최대 구호단체인 옥스팜

일시 : 2017년 4~7월

코리아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가해 전 세계 94개국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내용 : ‘인권, 교문을 넘다’,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누가 그들의 편에 설것

이웃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 식량, 생계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개별 참가비를

인가’, ‘그들도 나처럼 소중하다’, ‘나는 말랄라’,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왜 세계

전액 기부하고 지리산 일원 10km를 걸어서 완주하였다.

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등의 책을 읽고
발제 및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 특강
일시 : 2017년 5월 19일
내용 :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파견강사를 초빙해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둔 ‘사회적경제, 날개를
달다’ 특강에 참가해 사회적 경제의 기본이해와 사례, 지원 정책, 지역사회 사회
적기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도서관 탐방
일시 : 2017년 7월 28일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영화를 관람함. 이후 인권도서관
이용방법과 장애인 독서보조기기를 체험하였다.

글로벌 월드포럼 ‘여성인권 및 젠더 이슈’ 운영
일시 : 2017년 5월 30일
내용 : 국내 페미니즘의 기능과 여성혐오, 국내외 성평등지수 및 성평등정책, 여
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과정과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을 경청하고 각 주제별로 참가자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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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양성평등디자인 공모전 참가
수상자 명 : 김도형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글로벌 월드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15. 육상생태계 보존’ 참가
일시 : 2017년 9월 27일
내용 :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학생들의 멸종위기종 실태와 해결방안,
식물공장과 사막화 방지,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
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각 주제별로 참가자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영화상영회 운영 예정
일시 : 2017년 11월 21~23일
내용 :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념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주간 운영에 참가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인권영화 세편, 우리에게는 떡볶이를 먹을

2017 양성평등디자인 공모전 참가

글로벌 월드포럼

권리가 있다, 나나 쉐이크, 진실을 위하여 등을 차례로 상영하였다.

내가 읽은 인권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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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국어고등학교

인천외고 아동인권보호 프로젝트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262
지도교사
안진환

학생구성원
김미정, 권혜용, 최보민, 이관우, 전대한
최범준, 윤도웅, 유나영, 이세진, 전혜수
박종철, 이화준, 김은채, 김동민, 문준서
윤민상, 주예은, 김지윤, 정지현, 도지민

협력파트너 : 꿈땅 도서관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이 사회 문제의 현황들을 다루는 지표를 피켓으로 제작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있나요?

참여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직접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

인천외고 유네스코는 유네스코학교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

도록 판넬을 제작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써왔다. 2016년에는 심오하지만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이 간과되어진다고 생각
되는 미혼모 관련 인식 개선과 이면지 사용 문제 등을 다루었다. 201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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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불거진 인천 어린이집 폭행 문제를 상기하여 아동인권보호 문제와

인천외고 유네스코는 지속적이며 열정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실천하려고

이를 지역사회,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를 범위로 설정하여 문제를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아동인권 이라는 주제와 교

다루었고 이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외국어 교육의 요람인 인천외고 학생

육의 전달자라는 유네스코의 본분에 충실하여 꿈땅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

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으로 교육기부활동을 실행했다. 매주 토요일 부원들이 2조로 나뉘어 아이들에

하는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

게 영어동화책을 읽어주며 우리 부원들은 아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 이로

어 더욱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써 아동인권 관련 활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분
야의 지적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한 달에 한번은 문화재 신문을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프로젝트의 대전제로 삼아 활동을 진
행하였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개념과 더불어 기
억 저편 너머에 존재하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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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고 답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아동교육, 꿈을 향한 오늘의 배움! ‘꿈땅 도서관 영어 교육 봉사’

아동인권유린은 근절되어야만 한다! ‘아동 인권보호와 공정무역’

2017년 동아리 활동을 처음 개시하였던 활동은 바로 교육봉사활동이다. 부원들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학생들이 아동인권에 대한 지각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

의 수를 고려하여 2개의 조를 편성한 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자신

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네스코와 인문토론 동아리인 갑론을박이 뜻을 모아 교

이 맡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었다. 처음에는 각자 아이들이 배우고 있

내에서 전 세계의 아동인권문제와 더불어 공정무역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각 동

는 교재를 들고 와 부원들이 보충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었지만 나이가 어리

아리 부원들을 사전에 모여 캠페인 진행을 계획하였고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 사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고려하여 도서관측에서는 아이들의 수준

아동노동자의 유린당하는 인권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인 공정무역에 대해 소개

에 맞게 다양한 영어 도서를 마련하여 그 책들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더욱 더 즐

하였고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있게 캠페인을 진행했다.

겁게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은 12월 30일 마지막 토요일까
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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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자! ‘유네스코 신문 제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알림 신문을 제작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 ‘세계시민 의식 고취 프로젝트’

것은 부원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유네스코 동아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활

8월 6일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7개의 유네스코 협력학교들이 시민들에게

동이었다. 유네스코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그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세계시민의식을 알리기 위해 모였다.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분야는 바로 문화이다. 우리는 유네스코의 역할을 잊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

이 모였고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세계시

고 있었던 문화유산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홍보하여 뿌듯함을 느끼고 동

민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벽을 허물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시에 각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 지각을 잊지 않도록 판넬을 제작하여 사진을 남기고 SNS에 올리어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도모했다. 처음 진행하는 대규묘 캠페인이었지만 모두들 협동심
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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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종묘, 경복궁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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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날, 부원들과 함께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로 지정한 종묘를 방문했다. 종묘는 사전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인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관람할 수 있었다. 문화재 답사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세계시민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유네스코학교 연합 공동 캠페인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들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어

을 통해 부원들 자신 또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계시민의식에 대

뜻깊었다.

한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교육들과 지표를 제시하여 이
해할 수 있었다. 평소 유네스코학교의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활동을 진
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촌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인들
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
리 먼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
고, 이 캠페인을 준비하며 우리 부원들은 세계시민의 정의와 세계시민교육이라
는 지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로 우리는 진정한 세계시민으
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세계 문해의 날을 맞이하여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문해라는 단어조차
생소해하는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로 인

더불어 사는 세상, ‘세계문해의날 無非 데이 캠페인’

해 발생하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문맹률의 정도를 나타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을 맞이하여 문해를 주제로 인천외고 학생들을 대상으

내는 세계지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맹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로 하여 캠페인을 계획하였다. 중간고사와 학교 행사로 10월에 실시하였다. 세

미치는지를 알려주고 아랍어로 된 간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문해

계문해의날과 문맹률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literacy)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

와 인식도의 지표인 지장나무를 통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많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교내의 모든 이들을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장나무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고 캠페인이 잘 진행된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함께 지장나무를 만들어 전 세계 문맹 근절이 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표를 나타내었다. 보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앙상한 가지만 존재하던 겨울나무에서 많은 이들의 따스
한 손을 통해 풍성한 잎사귀를 가진 나무로 변화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 협력 학교 7개가 모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지속
적으로 회의를 하고 주제를 선정하였다. 각 학교의 유네스코 부원들이 모여 약
80명의 캠페인 도우미들이 한강 시민공원을 활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이끌었다. 또한 아동인권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인천 동수교회 소재인 꿈땅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아이들을 만나 아이들과 학부모
님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이에서 얼굴을 맞대고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사회와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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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생소해 하는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

먼저 유네스코학교의 일원으로서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은 캠페인을 진행하는 우리나 설명을 듣는 시민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다. 여

마련해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1년간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태껏 들어본적도 없는, 뭔지도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학생들의 부탁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하나의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랜 준비 기간

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설명을 듣는 시민들의 난감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하

을 필요로 한다. 캠페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료조사와 장소 섭외,

지만 우리는 열정적으로 공원을 활보하며 더욱 더 정확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사전 조사 등을 필수로 하여 지역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우리의 열정에 시민들 또한 진정성 있는 참여를

다. 하지만 캠페인을 진행하며 뒤처리는 제대로 하는 것이냐, 대체 이런건 왜 하

해주셨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시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더욱 더 힘을 내어 캠페인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의 성장이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이라는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김미정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아침 햇살이다.”
창문 틈 사이로 어느 새인가 스며들어와 따스함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밝음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전혜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세상을 바꿔나가는 존재이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 세대가 세계시민의식을 갖추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열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권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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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117
지도교사
김현수

학생구성원
이영채, 전소민, 김유진, 이주현, 안주영
김다윤, 최태웅, 이민재, 김도연, 안수연
왕아현, 나해윤, 안현태, 김태준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할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꾸기 위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모습

있나요?

을 보여주며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
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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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위해 교내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공정무역 캠페인의 목적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

은 공정무역을 통한 협동조합의 확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정

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정당

당하고 윤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생산자의

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 받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소

정당한 몫과 정당한 무역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

비자는 직거래를 통해 더욱 신선하고 윤리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제

하게 되었다.

품에는 초콜릿, 커피, 축구공 등 많은 것이 있는데 이는 대단한 과정을 거쳐 실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이를 쉽게 구입하며 공정무

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다녀

역을 실현할 수 있다.

왔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자행되는 여성과 아

이러한 정보를 전교생에게 간단한 퀴즈를 통해 전달하고 공정무역 초콜릿을 나누

동에 대한 폭력에 경종을 울리게 해주었으며 전시 중 여성폭력 문제를 근절

어 주는 활동을 기획, 실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

하기 위해 전쟁 반대와 아울러 평화에 대한 전망과 의지를 다지게 하는 활동

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었다.

스스로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공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바람직한 세계시민의식을 키우고 학교 혹은 지역

정무역 제품 구매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문제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해 자기 주변에서 먼저 변화해야

세계 교육 발표를 통해 다른 나라의 교육을 조사,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신분이 나뉘어 신분에 따

공정무역 초콜릿 캠페인

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다르며, 불가촉천민인 수드라는 아예 교육의 기

많은 학생들이 노동자 인권에 대해 배우기는 하였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듯하여

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빈곤한 생활로 인해서 문

공정무역 초콜릿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많은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어 손쉽게

맹률이 높고 이것이 인도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기억

정부가 교육에 힘쓰고 있는 중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할 수 있게 하였고 게임을 진행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는 장점도 발견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하여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참

다른 나라의 교육 여건과 상황을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자료

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조사와 발표를 통해 여러 다른 나라의 교육 실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였다. 이를 통해서 많은 학교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의 교육권에 관심을 갖고 생각

학생들이 노동자 인권에 대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키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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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 때 만든 위안부
와 피해자 여성의 2세인 라이따이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직접

세계 교육 정책 및 교육권의 이해

나비 모양 카드에 짧은 편지를 써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였다. 박물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교육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인권과 연

관 방문을 통해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위안부의 자세한 역사적인

관 지어 토의와 발표를 진행하였다. 조를 나누어 각기 다른 국가를 대변하고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모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방법으로 교육차별 등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발표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태도를 비판하였고 전쟁과 여성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베트남 전쟁

결의안을 작성하여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에서 한국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었나요?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이념에 따라 학
생들이 중심이 되어,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적
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공감과 참여
를 이끌어 내고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면서 국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알맞은 프로젝트를 공모하면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
제들 역시 상호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맹목적인 설득보다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퀴즈와 설문조사 등을 통

지역사회 속 환경 문제 조사 : 갯벌

한 교육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서 국제이해와 지속가

최근 서해안의 갯벌 파괴에 관한 환경문제가 뉴스에 자주 대두되고는 하였는데 이에

능 발전 등의 국제 문제를 생각해보고 실천으로 옮겨 평화롭고 지속가능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해안 갯벌

한 미래를 이끌 청소년 세계시민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을 집정 탐방하고 환경문제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했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를 통해 역간척화 등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하여 글
로벌 인재로서 지속 가능
한 발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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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고유문화 알리기 팸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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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문화 관련 전단지 및 팸플릿을 만들었으며 팸플릿의 경우 영어용도 만들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도 안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 우리나라 문화재청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나라, 국제적 문제에 접근하려 노력해 왔지

에서 만든 우리 문화 관련 팸

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오는 것들만 막연하게 수용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

플릿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

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

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

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색깔과 소리를 향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며

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장 인상 깊었던 한국 문화 및

프로젝트를 개최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돌아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활

문화유산 관광지를 조사하여

동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 캠페인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막연한

팸플릿을 만들 때 반영하였다.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공정무역의 형성 배경과 구체적 의의를 깨달을 수 있
었으며, 다른 학생들 또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주고 관심을 갖는 모습

모의 유엔총회 개최

을 보며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이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국제기구에 종사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 만큼 진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모의 유엔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무역구조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발도상국 생산자 및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확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를 통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의사소통 방

그 외에도 모의 유엔회의를 진행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기를 수

법에 대해 몸소 익히고 결의안 제작을 통해

있었고, 서해안 갯벌 탐사 계획을 세우며 그 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지역사회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 과정을 겪어보았

어떤 식으로 갯벌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이로 인

다. 이를 통해 훗날 학교나 사회 속에서 진

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다. 기존 여행 안내 팜플렛들을 비교 및

행될 수많은 총회나 토의에서 두각을 나타

분석하고 새로운 팜플렛을 직접 제작하며 세계화를 향한 발돋움에 필요한 태도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었다.

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전쟁여
성인권박물관을 견학하며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동아리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

‘위안부’들의 인권 의식 함양

누면서 인권 문제에 깊이 공감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인권 중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인권에 대해 조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가장 소중하고도 궁극적인 변화는, 그저 관심을 가

하기 위해 명동에 있는 ‘전쟁여성인권 박물관’을 탐방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져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계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당시 ‘위안부’들이 어떠한 고초를 받고 있고 현재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게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위에 해결의 비를 조금이라도 뿌리기 위하여 내가 할 수

되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분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있는 일은 없는지를 모색해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대해 생각해보았다.

렇게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험한 변화는, 다사다난했던 2017
년을 살아내며 겪은 크고 작은 변화
들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
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
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공정무역 초콜릿을 체험하고 직접
초콜릿을 만듦으로써 공정무역이 무
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가 되
었다. 또한 우리 하늘 유네스코 동아
리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
생, 친구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관심
을 갖게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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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 주었다.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또한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성들의 인권들과 피해들을 전쟁과 여성인

한 학기동안 사회현상에 대한 발표, 세계 난민 문제에 관한 토론, 공정무역 관련

권 박물관을 방문함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깨워 주었고,

활동, 전쟁인권 박물관 견학 등의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박물관을 방문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인권을 주제로 조원들과 함께 각자

예상외의 성과를 얻었을 때는 바로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인권파트

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인권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과 같은 다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세계 난민에 관해 토론을 하였을 때였으며, 그동안 몰랐

양한 주제로 발표수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친구들에게는 여성인권보호의

던 난민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

필요성을 알려주며 스스로도 다시 한 번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계

는 기회를 얻었다. 평소에 신문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난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공정무역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공정무역의 필요성과,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노동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알려주고 정당한 대가를 얻게

수용국가에서 난민들의 범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난민들의 테러 때문

기가 되었다.

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와 같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만 봐왔던 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라 난민들에 대해 편견을 가져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나, 동아리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난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선배들과 친구들

게 해야 할까요?

로 인하여 난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난민들의 처지와 상황을 알게

공정무역 초콜릿으로 학교학생들에게 공정무역 활동을 하는 방법, 불공정한 무

되었다. 토론을 하였을 때 최대한 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이 친구들의 주

역의 실태, 세계 인권 등을 학교 학생들에게 알렸다. 또한 여행 안내 팜플렛을

장을 수용하게 만들어 줬던 것 같다.

제작하여 외국인들에게 여행지를 소개하는 등 풍부한 외교 활동을 하였으며, 전
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견학하여 일제강점기 당시의 여성 인권에 대해 학습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고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참혹한 피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한, 세계 교육 발표를 통해 다양한 나라들의 교육, 인권들을 알렸으며 서해안 갯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벌 탐사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서해안 갯벌의 환경상태를 탐사하였

공정무역 알리기 프로젝트 중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입한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고, 모의 유엔회의를 통해 세계 인권들의 대해 서로 각자의 의견들과 생각들을

주는 활동이 있었는데, 이 활동의 본 취지는 공정무역의 의의와 의미, 그리고 이

나누어 소통하였다.

로 인해 얻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면에서 이 정보를 알리

우리 하늘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

기가 조금은 원활히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는 모의 유엔과

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사회를 체험하거나 그 공동체들과의 소통을

같은 토론이나 토의가 작년에 비해 적었는데, 이러한 토의 수를 내년에 늘려야

통해 실태를 알고 공감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을 이해하여 프로젝트를

할 것 같다. 또한, 주제 역시 인권과 사회에 한정짓기 보단 인권과 사회를 넘어

진행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 세계평화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각국 소개, 그리고 각국의 유물과
문화유산 등으로 폭을 넓혀서 토론과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달이다.”
고대부터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달이 마침내 인간에 의해 탐사되었던 것처럼
평소 청소년 세계 시민이 되고 싶었던 내가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인천하늘고등학교 안현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명함이다.”
평소 스스로가 세계시민인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세계시민이 되었던 것 같다.
인천하늘고등학교 나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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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원고등학교

Green Light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사파이어로 140번길 25
지도교사
김미순

학생구성원
김서진, 김다은, 김예지, 박희성
설여명, 순수빈, 최혜연, 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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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오존층에 뚫린 구멍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북극의 얼음

인천, 특히 청라의 길거리는 유독 다른 도시들 보다 깨끗하다. 앞뒤양옆 모두

은 녹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 우리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돌아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한 우리 지역에 요즘 문제들이

에서까지도 환경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그만 행동이라도 환경 보존

생기고 있다.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불법 현수막들과 카페에서 마시고 버리

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환경에 대한 사람들

는 테이크아웃 잔 등이 버스 정류장에 쌓여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

의 의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편의점에서 사온 물건들을 담았던 비닐봉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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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굴러다니고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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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인천 대표로 청라 지역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사람

• 에코백 만들기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알리기

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 안 쓰는 컵 수거하여 업사이클링 실천하기(다육식물 화분만들기)

에코백 만들기-작은 발걸음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학교에 가방이 없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제작해서 중학교 아이들과 꾸미며 환경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아이
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알려주는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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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인천-서울 유네스코 연합 캠페인-세계시민 의식 알리기
2017년 8월 6일, 세계시민에 대한 퀴즈와 추천 도서 및 영화 목록, 포토 패널 등
을 이용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천-서울 유네스코 연
합 캠페인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하였다.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물어보고 판넬 등으로 관심을 유발하여 세계시민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업사이클링 실천-쓰레기를 화분으로
2017년 9월 28~10월 31일 사이에 쓰레기를 줄이고 업사이클링을 실천하자는
뜻을 담아 전교생에게 버리는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 캔 등을 기증받아 화분
으로 업사이클링을 하여 다육식물을 심어주는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재사용,
업사이클링 등의 중요성을 함께 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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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다

지난 1년간 프로젝트를 하며 개인적으로나 프로젝트 구성원들 모두가 변화하고

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바뀔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캠페인을 하며 세계시민이 무

인천 해원고등학교가 했던 프로그램이 거의 다 많은 준비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다. 또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덜 될 뻔한 적이 있었다. 특히

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였던 만큼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과 함께 소통

에코백 만들기 수업을 할 때는 다들 재봉틀을 다루어 본 적이 없고 능력이 부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다른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하면 그것에 학

족하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했는데 재봉틀을 쓸줄 아는 친구에게서 도움을

교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쳤었는데 프로젝트를 주최하고 진행하며

받아 제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었다.

힘든 점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경험들이었고 앞으로도 다른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 구성원들을 더 많이 뽑아

에코백 만들기나 화분 업사이클링과 같이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였던 프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원수가 적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점이 많

로젝트였던 만큼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세계시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

아서 고생을 했었다. 또한 그냥 프로젝트가 아닌 하나의 동아리로서 동아리 시

던 시간이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업사이클링이 무엇이며, 우리가 환경을 위해

간에 활동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세계시민학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캠프나 프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의식 알리기 프로

로그램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젝트는 시민들로 하여금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세계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조금이나마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인천해원고등학교 옆의 인천해원중학교와 하는 영어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통
하여 중학생들과 함께 에코백 만들기 수업을 함께하였고 인천-서울 유네스코
연합 캠페인을 준비하는 동안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소통을 하였다. 더 많은 사
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
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무한한 가능성이다.”
아직 청소년인 만큼 앞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발전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인천해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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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고등학교

방방곡곡 누비기
- 계양구 문화지도 제작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원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29번길 27
지도교사
김학수

학생구성원
조민혁, 이예찬, 고승우, 권강인, 홍재현, 김 건
유영관, 김민서, 전진우, 유완규, 임성훈, 김은택
최재혁, 박정근, 정유진, 이영훈, 김은기, 김용욱

협력파트너 : 계양구청, 작전여자고등학교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형태

있나요?

를 체험, 비교하여 타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의 태도를 함양하여 문화간 병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자문화의 유지와 발전

존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에 기여하는 것이고, 세계화 시대에 올바른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을 갖는 것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 행사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이며, 특화된 지역문화가 세계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로 지역문화 자체와 지역 주민의 여가를 통한 문화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지역문화 발굴 및 특화 프로젝트가 우리지역의 문화 발전으로 이어진다.

조례안을 제안하여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방안까지 탐색하여 프로젝트의 실효성

우리 계양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전통의 지역문화가 많

을 높인다.

지는 않지만 소규모 단위의 지역별로 행해지는 지역문화가 다양하여 이를 발
굴, 홍보, 특화하면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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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즐길 거리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 자율적인 참여와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 도출하기

예상된다.

• 지역문화를 세계 속의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역사회로의 동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체험과 고민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그 속에 뛰어들어 체험 위주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

• 정책적 지원과 활성화

지도록 하여 지역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어 문제 해

• 지역문화와 다문화와의 연계

결력을 높이고,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인 더불어 살아가는 의
미를 몸소 체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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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프로젝트의 시작-방방곡곡 누비기

부평도호부-인천 행정의 중심지

제주 올레길을 떠올리며 ‘우리 지역에는 내세울만한 지역문화나 즐길 거리가 없

과거 인천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사용했던 도호부청사가 있던 곳이다. 한옥이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문화분과원들과 희망학생들을 모아 우리

자리 잡은 곳에 가볍게 산

지역을 상징하며 즐길 수 있는 우리만의 문화지도를 만들어보기로 하였다. 매우

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

잘 만들어진 문화지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우리가 지역사회의 특성을

는 의자와 나무가 어우러

파악하고 그 특성을 활성화하여 즐길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져 있어서 데이트코스로
포함시켜 개발한다면 큰

계양산-늘 붐비는 곳

호응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등산로이자 산책코스는 계양산이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
들이 찾는 곳으로 잠깐 짬을 내어 등반하기 좋은 곳이다. 산이라는 특성을 살려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다른 문화요소나 주제

아이콘을 만들다

와 연결하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

문화지도 제작을 위해 지역탐방을 마치고 각 문화요소의 특징을 살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문화요소별
아이콘을 만들었다. 범례나
아이콘이 지도에서 정말 중요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의 특징을 하나의 이모티
콘에 나타내는 작업은 생각보
다 어려웠다.

문화지도-이제 시작
아라뱃길과 부평향교-서울……

탐방자료와 사진, 온라인 자

인천에 있지만 서울 사람들도 많이 찾는 아라뱃길이다. 경인운하를 따라 일직선

료, 서적, 사진자료, 이모티콘

으로 단장된 아라뱃길은 정서진과 연결되어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문화요

등을 조합하여 문화지도 초안

소이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서울과 정서진을 연결하는 주제를 개발한다면 좋을

을 완성하였다. 볼품없어 보

듯싶다.

일지 모르지만 많은 노력이

부평향교는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이다.

들어간 지도이다. 자 이제 이

전통적인 한옥을 볼 수 있어서 전통가옥이나 데이트 코스와 연계한다면 잠시

지도를 참고하여 계양구 문화

들러서 휴식을 취할 곳으로 적합할 것 같다.

여행을 떠나보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원 자료 만들기
문화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다. 우리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
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

세계시민 프로젝트-지역이 곧 세계?

보기로 했다. 나아가 우리지
우리 것, 우리 문화가 곧

역만의 문화적 특성을 활성화

세계적인 것이고 세계적

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만

문제가 곧 함께 풀어야 할

들어 볼 것이다.

우리 문제라는 인식으로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참여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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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타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기적으로 소통하였고, 지역사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회 구성원과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 무작위로 인터뷰를 하거나 느낀 점 등을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노력의 산물

물어보았다. 또한 완성된 지역문화 지도를 제작하여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주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요 문화요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 알리기에 노

기울이면 된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문화지도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

력했다. 나아가 지자체에서도 틀에 박힌 지원이나 정책을 매년 시행하기 보다는

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사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지역주민들

우리지역의 문화요소가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보다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다. 각 문화요소들은 저

것이다.

마다의 특징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널리 알
릴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책을 개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발하고 후원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지역

지역문화 요소를 찾아내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단체 및 지

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역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주변의 어른들은 ‘학생이니 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런 일 보다는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활동 자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가 갖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걸림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돌이 오히려 우리의 프로젝트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하였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문화에

다. ‘학생과 공부’라는 생각에 앞서 우리의 체험이 곧 공부이자 지역사회에 활력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확실하다. 부모님이나 이웃 주민들도 단

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외침이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순하게 이런 것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유례, 활용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방법,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 등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
를 계기로 지역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며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떤 지원이나 후원을 받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지는 못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많은 지원과 활성화 대책을 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선사해주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
각한다. 그런데 만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인력이나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로젝트를 수행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우리에게 그동안의 경험, 사례 등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소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능성이다.”
학생이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라서 가능한 일도 많다.
작전고등학교 조민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정치이다.”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과 나도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전고등학교 김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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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여자고등학교

우리들의 보물찾기 : 계양구의 명소, 그 어디쯤
학교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426번길 15
지도교사
마현숙, 손보라

학생구성원
우 연, 신유빈, 백승이, 전아현, 최유진, 이현주, 신혜선
임은진, 엄예지, 최지현, 우시연, 장미경, 박주희, 이한나
최주영, 박소현, 천승희, 최영선, 임예빈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자주 찾을 수 있는 명소 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

있나요?

역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우리들의 보물찾기 : 계양구의 명소, 그 어디쯤>은 작전여고 유네스코 동
아리원들의 우리 지역 고유문화 및 세계화 주제에 대한 평소 관심에서 출발

지역 참여

한 프로젝트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까운 일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스

상의 명소를 찾아내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즐기며 보전

스로가 지역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지

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활동은 우리 스스로와 친구, 이웃들이 우리 지역과 지

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함께 나누려고 했다.

역 문화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면에서 우리의 삶과 연
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지역 사회와 지역 고유문화 보전이라는 개념과 연

지역 문화 발전과 홍보

결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

그간 계양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의미 있는 문화유산을 적극

람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적으로 알리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고 나름의 가치가 있는 장소들을 많이 발굴하

면에서 지역사회의 문화 교류, 세계화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여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알아가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천하고자 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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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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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스로 뿐 아니라 계양구 지역사회 전체가 계양구에 좀 더 관심을 가

작전 유네스코의 레인보우프로젝트 주제인 <우리들의 보물찾기 : 계양구의 명소,

지고 우리지역에도 우리가 아끼고 보전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고, 가까이에

그 어디쯤>은 인천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 조성된 택지가 많은 계양구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을 새로이 홍보하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명소들을 찾

레인보우 프로젝트 <우리들의 보물찾기 : 계양구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가제)

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이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

계획 수립/희망T 제작 발송 및 캠페인 활동

젝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작전 유네스코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약속을 가

3월 15일, 1년 동안 운영할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토의를 하

지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였다. 토의결과 프로젝트의 큰 방향을 ‘지역문화 알리기’로 정하였고, 연말까지

•	계양구 지역에서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희망하는 곳으로 꼽힌 문

우리 지역 계양구의 문화유산과 명소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한글과

화유산, 자연환경, 건물이나 골목, 상점, 풍경 등에 대해 전교생과 지역민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각 관공서와 학교, 지하철 역 등에 비치하고 홍보캠페인 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월별 세부계획도 함께 토의하여 수립하였다. 계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존하고 알리고 싶은 계양구의 문화유산 및 명소
약 10곳을 선정한다.
•	사전 답사 계획을 논의하고 답사팀을 조직하여 직접 계양구의 문화유산 및
명소들을 직접 답사하고 자료를 조사한다.
•	답사를 통해 조사한 자료와 사진을 정리하여 PPT를 제작하고, 답사장소별

획 초기에 정한 프로젝트 명은 <우리들의 보물찾기 : 계양구의 문화유산을 찾아
서(가제)>였으나,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양구의 명소, 그 어디쯤>으로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프로젝트 명을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가외 활동으로 희망브리지협회의 기후난
민구호활동을 지원하고자 희망T를 제작하여 아침 등교하는 길에 희망캠페인을
실시한 후 발송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답사 결과를 공유한다.
•	계양구의 명소 안내책자 제작 회의를 하고, 역할을 나누어 책자에 들어갈 계
양구의 명소 10여 곳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한다.
•	안내 책자를 인쇄하여 학교와 계양구 내의 관공서(계양구청, 계양 우체국, 각
동 주민센터 및 지하철역)에 비치하고,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STEAM ENGLISH 참가
5월 24일,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주최하는 STEAM ENLGISH!에 참가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 안내 책자를 영어판으로도 제
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어로 토론하여 발표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작성, 발표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영어 글쓰기 등 영어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어서 의미 있
는 경험이었고,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STEAM ENGLISH 참가

우리지역의 문화유산과 명소 설문조사 및 토론
6월 28일, 계양구에서 더욱 알리고 보존했으면 하는 문화유산과 명소들을 선정
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설문지를 제작하여 전교생과
교사, 가족과 이웃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지역의 문화
재보다는 공원이나 맛집, 전통시장 등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곳들이
응답으로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 자주 이용하지만 지역민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정보들을 조사하여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안내책자
를 제작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계양구의 명소 답사 계획 토의
8월 23일, 설문과 협의를 통해 선정된 8곳(계산시장, 계양도서관, 된밭공원, 영
신군 이이묘, 롤킹 롤러스케이트장, 오삼불고기, CAFE 가비, 부평향교)을 답사
계양구의 명소 답사 계획 토의

할 답사팀을 조직하고, 구체적인 답사계획을 세웠다. 답사 전 답사 장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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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보를 검색해 보았는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답사 장소들을 묶어

계양구의 명소 안내책자 제작

하루 여행 코스를 짜서 소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거리

11월 8일, 답사 프레젠테이션에서 서로 주고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안내 책자에

와 장소의 다양성으로 고려하여 2개의 답사코스를 짜기로 하였다.

실을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을 선별하여 A5크기 12쪽 분량의 우리지역 안내 책
자인 <우리들의 보물찾기 : 계양구의 명소, 그 어디쯤> 원고를 작성하였다. 안내

계양구의 명소 답사

책자는 한글판과 영문판 2가지로 제작하였다.

9월 13일, 미리 조직한 2개의 코스를 따라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실제 답사를
다녀왔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 덥고 힘들었지만, 된밭 공원에서는 사진이 예쁘
게 나오는 지점을 찾아 포토존으로 정하기도 하고, 지역 맛집인 오삼불고기집
에서는 가게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알고 있는 사람만 시킬 수 있는 숨겨진 메
뉴 등 방문객들에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많이 모을 수 있었다. 부
평 향교는 생각보다 규모가 커 다시 답사를 다녀왔는데, 안내판을 따라가니 길
을 잃어버려서 소개할 때는 제대로 고쳐야 할 것 같다.

지역 명소 안내책자 <계양구의 명소 안내> 비치 및 홍보 캠페인
12월 6일에 안내 책자를 학교, 계양구청과 계양우체국, 각 동 주민센터 및 작전
역과 계산역에 비치하고 계양구 지역문화 명소 8곳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이다.

계양구의 명소 8곳 답사보고 프레젠테이션
10월 18일, 답사팀들이 조사한 자료를 한데 모아 답사 보고 PPT를 제작하였다.
코스를 나누어서 답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다른 코스를 다녀온 답사팀들에게 서
로의 답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조언과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에
는 대부분 ‘익숙하고 자주 가는 장소인데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아 놀라웠다’는
의견을 많이 내었고, 특히 계양구 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답사를 다녀오기 전
까지 존재를 모르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많아서 이 프로젝트의 취
지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지역과 지역문화를 알리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
아 뿌듯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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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등 우리 지역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알리기 등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2017년 프로젝트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이 일들을 앞으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관심을 가지고 돌

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보게 된 점, 전보다 더 잘 우리 지역을 알고 좋아하게 된 점이 가장 이전과 달
라진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음 지역문화라는 프로젝트 주제를 고르게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된 것은 작년에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과 YMCA 구락부, 이민사 박물관, 자유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공원 등을 견학하며 우리 계양구와 달리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며, 골목, 학교,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가게, 동네 등이 너무도 잘 보존되어 관리되고 있고, 또 인천에 살지 않는 사람

성공적이었던 점 : 안내 책자에 넣을 장소를 실제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들도 즐겨 찾는 장소인 것이 부러워서였다. 계양구의 문화유산을 찾아 설문조

방문한 장소마다 예상 밖의 따뜻한 협조와 호응을 받아 놀라웠다. 영신군 이이

사를 하고 답사를 다녀오면서, 우리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면

묘를 답사할 때에는 우리 학교의 프로젝트 내용과 취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니,

서도 우리 지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묘역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원래는 담에 자물쇠가 잠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을 소개할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답사하다보니 그

곳까지 열어주시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자료조사를 잘 해 올 수 있

장소에 대해서 더 좋은 점, 홍보할 점을 찾게 되고, 더 예쁘게 나온 사진을 고르

었다. 또, 작전동 오삼불고기집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내력과 맛집 비법, 단골손

려고 애쓰게 되고, 그 곳의 매력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글을 쓰려고 노력하게

님의 요청에 따라 즉석에서 요리해 주시는 특별 메뉴 등 인터뷰 시 여러 질문에

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자연스레

즐겁게 대답해주셨다.

생겨난 것 같다. 일 년 동안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

어려웠던 점 :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할 때는 처음 계획을 할 때의

해가며 프로젝트를 운영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이전과 다른 큰 변화였다.

예상에서 벗어나는 상황들 때문에 세부계획일정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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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을 겪었다. 처음 설문조사를 계획했을 때에는 결과에서 다득표한 순서대로 10여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곳을 추려 바로 답사계획을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양구의 명소를 정하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설문조사는 응답 결과가 너무 다양하였고, 특히 음식점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할 때만 해도 주변 친구들이나 학생

10여 곳을 고르는 데에 두 번의 설문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대강 추려진 장소

들, 선생님들, 가족들이 별로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주지 않

를 가지고 토의를 통해 장소를 정하는 데에도 동아리 내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았는데, 설문조사를 반복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프로젝트를 뚝심 있게

쉽지 않았다.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 성격에 따라 설문 결과에 대해 조금 더 다양

밀고 나가 답사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

한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 장소를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문지를 제작했더라

생님들 및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탄과 격려의 말을 해 주었다. 아직

면 일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안내 책자가 인쇄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책자가 나오면 학교와 지역민들, 방
문객들의 계양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우리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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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일 년 짜리 긴 프로젝트를 일관성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작은 계획을 이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루어나가는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

게 해야 할까요?

로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을 찾고, 구체적인 변화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하나하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계양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

나 실천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일 년간의 우리의 경험은 너

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까운 일상의 명소를 찾아내고 더욱 더 많

무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원들과 협의하고 협동하고 의

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즐기며 보전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손

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고, 또 우리 주변과 우리 지역에 무관심했던 이전의 태

수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계양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웃 학생들

는 점과 우리 학생들이 계양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문화를 알고 알리는

의 작은 한 프로젝트를 예쁘게 봐 주시고 도와주신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깊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감사드린다.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 우리 지역 사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

고 생각한다. 지역 사회에 더욱 이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 년

은, 앞으로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도록 꾸준하게 추후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유네

마음을 우리들과 함께 더욱 키워갔으면 하는 것이다. 12월에 우리는 계양구 안

스코 신문이나 지역신문에 우리의 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하는 글 기고하기, 블

내 책자 배부와 함께 지역문화 알리기 캠페인 활동을 열심히 할 예정이다. 가족

로그나 SNS를 통한 꾸준한 홍보와 의견 듣기, 지역민들과의 인터뷰, 주변 학교

과 친구, 선생님, 학교, 계양구에 살고 계시는 많은 이웃 여러분, 또 유네스코한

학생들과 프로젝트 함께 실천하기, 특색 있고 의미 있는 장소나 행사, 이야기

국위원회의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꼭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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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만이 (세계인과의 만남과 이해)
학교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지도교사
이민중, 김응실

학생구성원
강이재, 최은서, 박혜나, 신민지, 허유민
이해성, 박유진, 송정현, 이은서,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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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최소 5회 이상의 외국인 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하

• 그 이야기를 동아리 전체의 친구들, 혹은 반 친구들과 나눈다.

지만,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도 사

•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학교 축제 시 발표 대회를 열어 이야기를 공유한다.

실이다. 왜 이런가? 그것은 만남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그들과의 만남, 대화
를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 학교에도 다문화 출신의 친구들이 있다.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
대한 편견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 출신 아이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 그들이 받는 상
처는 생각보다 크다. 편견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문화와의
만남,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편견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 우리 스
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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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다문화 관련(봉사) 이야기 나눔

9월 20일 세계인과의 만남 이야기 나눔

코이카 국제협력단에서 활동중인 강사의 국제협력과 봉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두 번의 세계인과의 만남 이

들었다. 강사님이 베트남에서 봉사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들으며

야기를 전체 동아리 친구들과

누구나 멋진 세계시민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문화 인식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9월 20일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시민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시민은 이렇다’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소개하였다.

10월 28일 전북 유네스코네트워크의 날 참석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가
에서 온 세계인들과 만남을

5월 11~12일 드림봉사 캠페인

가졌다. 공연이후 따로 인터뷰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

를 하면서 한국 사회와 다문

활동에 참여하였다. 드림나눔 가게를 운영하여 수익금과 동전 모금을 통한 기금

화 인식 등의 문제를 이야기

을 유네스코에 기부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좋은 기회였다.

하였다.

10월 28일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다문화 인
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펼
쳤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6월 10일 세계인과의 만남 (1)
20년 전 일본에서 이주해 와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 주부를 만나 20년 전의 다
문화와 현재의 다문화, 그리고 변화한 한국사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4일 세계인과의 만남 (2)
1년 전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 우
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사
회를 들여다보고,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후 활동 계획
• 11~12월 중 다문화 세계인을 두 차례 만날 예정이다.
•	12월 학교 축제 기간 동안 부스를 만들어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다문화 인식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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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알아가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중이다.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인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다문화 사람과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섭외하는 과정에서 지역다문화 센터에 연

스스로 깊게 박혀 있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락을 취했던 적이 있다. 쉽게 누군가를 소개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

되었다.

이 언론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상처들이 심하여 소개받는 것조차 힘들었
다. 얼마나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아 왔을까 하는 생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되어 그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우리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 우리들의 변화가 가장 컸으며, 우리로 인해 주변 친구들의 다문화 인식에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학교 내에서도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부분이 있어 뿌듯하다. 세계 각지

것이다.

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앞으
로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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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재정

게 해야 할까요?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우선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업에 신경 쓰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주말이나
주중 시간을 내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데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는 것 자
체가 어려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는 알리는 것 못지 않게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이다.”
나의 미래의 모습은 올바르게 성장한 세계시민이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강이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성장이다.”
올바르게 성장하는 나의 모습은 결국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박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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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UNESCO!
학교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25
지도교사
정인숙

학생구성원
송여경, 박수정, 이지윤, 김현정, 장효정, 권서연
이진아, 최인아, 이지원, 김민수, 김민재, 김예진
김서윤, 신은진, 장수원, 고은이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 프로젝트 선택 이유 ]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렇지 않

있나요?

은 사람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살며 다문화에 대한

외국어 고등학교인 학교특성상 교환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폭넓은 이해와 존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노력을 실천

아이가 종종 학교에 입학한다. 흔히 접하기 힘든 만큼 좋은 기회임을

하도록 변화하였으면 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날에 참가하여 다

인지하고 교환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고, 교내 학생들에

문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그 인

겐 세계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을 알리고자 했다.

도우려고 한다. 본교에는 국제적인 진로를 꿈꾸는 아이들이 비교적

환경문제는 얼핏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생들

많다. 국제적 진로를 위해선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국제이슈 중 하나이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교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

어 살아감으로써 자연환경을 비롯한 모든 환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

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를 맺고 있다. 미래를 주도해 나갈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
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면 지구촌의 문제가 되어버린 지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구 온난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

인권은 무시당해선 안 될 첫 번째 권리이다. 특히 올해 유네스코 동

로젝트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아리에서는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실시하여 제 3세계 강제노동자들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의 인권 보호 협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을 진
행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 설립 목적에 걸 맞는 세계평화와 인류 증진을 위한 협의 모색에 기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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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학교 급식실 앞 캠페인 진행

10월 유네스코네트워크의 날 행사
3월, 교환학생인 아야메(일본),

전북지역 유네스코 협동학교

나오미(프랑스), 제이미(아부

들이 모여 세계시민교육을 받

다비)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후

은 뒤 각 학교 별로 캠페인을

각 국가의 특징들을 소개하는

진행하였다. 본 동아리에서는

포스터를 만들어 부착하였다.

타문해 이해존중 및 다문화
체험을 주제로 한 4가지 돌림
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어스아워 캠페인 진행

7월 유네스코 문화유산 잠정 등재 요청서
4월, 지구의 날(EARTH HOUR)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 한지와 우포늪을 선택하였다. 아직 문화유산으로 등재

불끄기 행사를 진행하여 각 반

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시험적으로 양식에 맞춘 등재 요청서를 작성해보는

마다 유네스코 부원을 배치하

시간을 가졌다. 추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고, 20분간 소등 후 관련 영상

11월 제 6회 모의 유네스코 총회 진행

을 보여주었다.

약 25개국의 대사가 참여하여 스태프 및 의장단 역할을 맡아 총회를 총괄하였
다. 제 3세계 강제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 협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총회를
진행하였다.

세계 문화유산 잠정 목록 자료 조사
6월, 각 대륙별로 팀을 나누어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등재 이
유 및 관련 PPT 발표를 통해
문화유산을 한층 더 알 수 있
는 시간을 가졌다.

9월 기아체험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직접 계
획하여 전교생 중 신청자들을

8월 군산시 글로벌 페스티벌 부스 운영

대상으로 불평등 피구, 아농노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부스 전

동 체험(담배 제조 공장), 쓰레

체 총괄 담당, 시작점 및 부

기더미에서 음식 찾기, 지압판

루마블 지도형 게임에서 황

게임을 통한 물 나르기 등을

금열쇠 부스를 담당하여 설

진행하였다.

문조사 및 리플렛 배부를 실
시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필수이다.”
청소년이 세계속에서 한 사람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지니고 지켜야 할 도리이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송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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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에 참여한 것이 다른 학교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긍정적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같은 관심사의 아이들이 모인 여행에서 그 아이들과

유네스코의 가치와 세계시민의 정신이 깃든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요소들인 평

공동의 주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다. 아이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서

화,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다문화, 인권, 환경, 경제정의 들의 일곱가지 주제를

로의 도움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 본교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꽤 큰 도움이 되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주제에 맞는 활동들을 (다문화 캠페인,

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캠페인의 장소를 교외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기아체험 등)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의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

캠페인 장소를 사람들이 밀집되는 번화가로 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끊임

를 주제로 한 캠페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퀴즈 등으로 다문화에 대

없이 소통의 기능을 확대할 방법을 찾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

해 많이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앞으로도 레인보

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길러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하는 방법으로

우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무지개처럼 세상을 비추고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여 창의적인 캠페인들을 많이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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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다. 올해는 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잘 염두에 두고 활동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인권, 세계화, 다문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경제정의, 지역고유문화, 평화, 환경이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가진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유네스코 활동 중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행하였다. 프로젝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트 속의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갈래로 뻗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작년보다 더욱 창의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어나가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됨을 느꼈다.

는 점인데, 이는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월드비전과 협업하여 기아체험을 진행했던 매년 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들과 달리 올해는 부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직접 계획했다는 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이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 큰

게 해야 할까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예상외

유네스코 동아리는 올해 새로운 부원을 선발하는 면접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개

로 어려웠던 점은 아주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단체와의 협력활동이었다.

최한 MUC대회까지 모두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맞춰서 진행해 왔다. 평화, 인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활동하다보니 팀

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가 해당되는 7가지 주제를

내 소통만으로는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서로에

MUC(평화, 인권), 교환학생 알리기(다문화), 기아체험(세계화), 유네스코 잠정목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들을 해결했다.

록에 한지와 우포늪 등록을 요청하기(지역고유문화) 등 무지개의 7가지 색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들에 녹여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 왔다. 레인보우 프로젝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트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구촌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갈 종합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적 사고능력과 실천능력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에 걸맞게 유네스코 부원들은 참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신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세워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으

새로운 것에 시도하는 자세를 길렀으면 좋겠다. 늘 같은 패턴의 캠페인을 진행

며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네스코

하기 보다 새롭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이루었던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며, 다

것 같다. 또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알리려는 것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

른 유네스코학교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아름다

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관심이 아닌

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소통의 중요성은 많은 활동들을 다양한 단체들과 진행하며 천천히 깨달았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무지개이다.”
유네스코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걸 맞듯 다채로운 면에서 많은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신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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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등학교

프로젝트 제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분리수거 캠페인
평화의 날 캠페인, 전주 고유문화 알리기 캠페인
전주고 유네스코 엠블럼 만들기
학교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2
지도교사
송은영

학생구성원
엄건용, 박희수, 백현승, 김도훈, 윤태경
손성민, 지승민, 김정현, 양세훈, 박지수

협력파트너 : 솔내고등학교 하이틴, 솔내고등학교 탈옥수수
완산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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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연구역에서 흡연하기&분리수거 캠페인은 쓰레기 분류에 대해 잘 모르는 사

•흡
 연구역에서 흡연하기&분리수거 캠페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는 흡연자들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간접흡연을 당하는 비
흡연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캠페인이고 분리수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고, 간접흡연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
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
•학
 교폭력예방과 소년법 폐지 캠페인은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부당한 청소년들

에게 분리수거 법을 알려줌으로서 환경오염과 사회문제 해결로 연결되

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어 있다.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

•학
 교폭력예방과 소년법 폐지 캠페인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돕
고 가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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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이다.

•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우리부터 먼저 분리수거를 실천하자!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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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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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9일 솔내고 연합 하이틴, 달옥수수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에서 쓰레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연합동아리와 상의해서 만든 판넬들을 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천함으로서 문제들

길거리에 나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퀴즈를 내고 상품을 나눠주며 분리수거

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렸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알려주고 싶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동아리 부원들도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알아가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연합 동아리 친구들과 전주고 동아리 부원들 모두 평소에 관심 없던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번 모의 분리수거를 실행하고 학교 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자는 자세를 가지게 되
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SNS 페이지를 만들어서 학교 동아리를 홍보하고 활동한 사진들을 올리고 취지
가 맞는 타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연합하여 만나서 상의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판넬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측에
홍보를 요청하거나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반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과 소년법 폐지 캠페인
2017년 9월 24일 완산여고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한옥마을에서 판넬을 들고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직접 돌아다니면서 학교폭력의 대처법과 학교폭력의 원인, 소년법 폐지에 대한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시민들 대부분이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다고 답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했고.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기 바쁜 시대에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한다는게 힘들 것이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악용된다는 사실에

라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에

놀랐고 무서웠다. 앞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방관자가 되지 말자고 다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 가끔 급하게 준비된 캠페인에 당황하기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 했지만 서로 시간을 쪼개서 교외에서 만나서 판넬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
고 배려하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많은 캠페인을 높은 퀄리티로 완성해야 한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동아리 지원금을 인상해 주셨으면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열정이다.”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전주고등학교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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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흥고등학교

남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학교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99
지도교사
김병호, 장형진

학생구성원
이이삭, 양현우, 이상빈, 송예찬, 김종하
김기석, 김효찬, 송지태, 김준영

협력파트너 : 전주영생고 및 익산 함열여고 유네스코 동아리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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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이번 활동의 주된 목적이다.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있나요?

생각이 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러한 주제에 대해 공감하고 느끼면서

우리는 평소 인권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지 않아 결국 그냥 지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또한 교내 식당의 잔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해 생각하지만 정작 환경을 위해 몸

반 제로 캠페인을 통해 동아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들도 잔반을 남기지

으로 실천하며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깨닫고

않게 되고, 잔반을 남기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반성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아 이러한

다. 우리가 활동을 함으로써 처음 계획할 때 동아리 학생들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

활동들을 계획하게 되었다. 또한 동아리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았

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으면 하는 바람과 호기심으로 인권을 대주제로 선택하게 되었고, 작년에 환

활동에 공감하고,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

경을 주제로 한 활동들 중에 못한 활동들이 아쉬워서 올해 다시 하자는 의견

하고 싶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생각, 인식 등이 변화하여 모

이 많아 환경도 선택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 또한 환경을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 우리 모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로 배우고,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시민들에게도

환경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환경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새로운 것을 알리고 싶었다. 또한
다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인권 외에도 환경, 경제정의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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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역 등의 다른 주제도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장애
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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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보다 못 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권에

인권이나 다른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 임금에 못 미치게 받는

언어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

11월 2일 본교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고 부당한 것이 있을 때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고 적극 대변하거나 알려야겠다

요즘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이나 비어 속어들이 우리들이 인성을 비뚤어

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인권 강사와

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

노동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듣기도 했다.

다. 앞으로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욕설을 할 때 이를 지적해주는 고운 언어의

또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 동아리원들은 학생들 중에 인권으로 인한 탄

전도사가 되어야겠다.

압을 받고 있거나 혹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주변 친구들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다짐을 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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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대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인권 주제 강연
인권을 주제로 정하고 처음으로 한 활동이자 처음으로 들은 강연이다.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낯선 인권이란 주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인권부터 차근차근 알
아갈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아 그들에게는 더욱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전주영생고등학교와 함께 한 연합캠페인

전주영생고등학교와 함께 한 연합캠페인
6월 10일, 전주본색(전주 차없는 거리 행사) 행사에 전주영생고등학교와 함께
세계의 어린이 교육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연합 캠페인을 벌였다. 교내에서만
모금 캠페인 활동을 하다가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며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인권 침해를 알리는 캠페인
지난 7월 29일(토)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 침
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함열여고 유네스코 회원들과 연합하여 진행하였다. 무척
인권 침해를 알리는 캠페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여 함열여고와 함께 진행한 캠페인에서 우리 주변에
515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많이 있는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 침해를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우

중국음식 체험

리 사회 약자들의 인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10월 10일 본교에 계신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께 부탁드려 중국에 대한 강연을 1

베트남 소개 초청 강연

있었다. 이웃나라지만 평소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알

8월 10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에서 이주해 오신

수 있었다.

차로 듣고 중국 음식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중국음식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선생님을 초청하여 베트남에 대해 소개를 받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우리가 평
소 알지 못했던 베트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세 번째 모의 유엔총회
8월 24일 올해로 세 번째 모의 유엔총회를 동아리원 대상으로 간략하게 진행하

제2회 전라북도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의 날 행사 진행

였다. 각 나라를 고르고 팀을 정해 그 나라의 문제,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의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전주신흥고등학교 강당에 모여 제2회 전라북도 유네스

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외의 다른 지구촌 나라들의 심각한 문제와

코학교네트워크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오전에 공연,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상황에 대해 알고 깨달을 수 있었다.

하였고, 오후에는 각각 학교별로 전주 시내로 나아가 유네스코 주제와 관련 내
용을 가지고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중·고교 11개 학교가 모여 다함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주인이다.”
세계시민이 되려면 진정한 주인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신흥고등학교 송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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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바이트생, 비정규직의 인권은 어느 정도이며, 전주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알 수 있었다. 또한 완산여자고등학교와 함께 한옥마을의 문제점과 다른 사람

올해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 많이

들이 생각하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하여 관광객들이 생각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도 인권에는 중요한 것일 수도

하는 전주의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옥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이 많은 것을

있음을 깨달으면서 인권의 소중함과 우리가 이제까지 인권을 얼마나 무시했는

알 수 있었고, 또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다.

지 또한 그것을 왜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우
리가 살아온 것 이상의 시간동안 곧 오래 전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어딘가 어긋나 지금까지 잘못 알아온 것도 많고,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서 인권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대부분 인권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것을 깨달았다.

인권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어려웠다. 어려운 주제인 만큼 활동도 많을

인권 외의 소주제로 세계화와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도 경험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상 외로 인권에 관련된 활동이 다양하지 않아 활동을

해 볼 수 있었고, 모의 유엔총회로 인하여 다양한 나라들의 상황을 조사하게 되

생각해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 각 나라의 문제점과 지구상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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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휠체어를 병원에서 빌려 장애인의 이동 시 어려움을 연출하려고 할 때, 휠체어
가 익숙하지 않아 많이 낯설어했다. 이처럼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점은 곧 극복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휠체어 연기를 할 수가 있었으며 짧은 시

1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지역사회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을 바꿨다라고

간이지만 장애인의 어려움을 깨닫기도 하였다. 그리고 휠체어를 빌리는 데에도

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생각과 인식이 조금씩 달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일단 가까운 병원에 우리의 캠페인 취지를 설명한 후

라짐으로써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그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

휠체어를 빌릴 수 있기까지 상당한 설득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캠페인 활동을

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지켜 본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치르고 가족과 이야기를 통해서 활동 내용 등을 전달할 때 간접적으로나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전달하거나 인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권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한 점 등은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동아리원부터 학교에서 고운 말을 사용하고 욕설을 하지 않는 등 언어생활에 모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범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크게 변화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친구들 :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동아리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 나의 동아리가 아니라고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격려와 관심을 가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주셨으면 좋겠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 동아리 행사 및 지역 연합 행사에 더 많은 관심

게 해야 할까요?

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주시에서 전주본색(차없는 거리행사) 행사를 할 때 전주영생고등학교 유네스

지역 : 지역과 연계하여 캠페인 활동을 했으면 더욱 좋겠다. 예를 들면 시에서

코 동아리와 함께 세계 어린이들이 다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빈곤퇴치

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 일정도 고려하여

를 위한 목적으로 캠페인활동과 함께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다. 익산 함열여자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시험을 앞두고 시에서 행사(전주세계소리문화축제)를 하

등학교와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그들의 인

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시험 일정도 고려하

권에 대해서 전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전주시의 아르

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여행이다.”
평소에는 잘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신흥고등학교 이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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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고등학교

대구 동구지역에 무지개를!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로 1길 49
지도교사
조재녕, 김승현

학생구성원
박정우, 손지훈, 정주원, 김명준, 이수창, 엄윤서
정서진, 김주찬, 김시건, 이동섭, 박민철, 석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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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네스코의 이념을 널리 알리는 것과 세계 시민으로

[정동고등학교의 작은 변화 → 대구 동구지역에 무지개(Rainbow) 형성]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대구 동쪽에 자리 잡은 정동고등학교의 학생들 중 다수가 저소득층 가정 출

2016년 유네스코학교로 처음 지정되어, 교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조금

신이 많으며, 수성구 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낮은 편이다. 인근에 K2 공군기

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네스코의 이념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할 수

지와 대구공항이 위치하여 비행기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개발도 느린

있는 해결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함께 손잡고 더욱 넓게 나

편이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는 물론이고, 세계시민으로

아가고 싶다.

의 생각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외부와의 교류는 더욱 필요
한 상황이었고, 유네스코 활동은 학생들에게 의구심을 자부심으로 만들었다.
구성원이 남자인 남고의 특성상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세계시민
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 대구에는 유네스코학교의 개념이 아직
까지는 생소하며, 특히 동구지역에서 유네스코학교는 정동고등학교가 거의
유일(청구중학교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교사협의체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함
께 지역의 문제를 살리는 방안 마련)하다.

518

[ 프로젝트 평가하기 ]

교내 텃밭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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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텃밭을 유네스코 동아리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텃밭을 가꾸었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1년 간 크게 변화된 것은 없으나,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교 주
변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유네스코의 이념에 대하여 알 수 있
었고,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학교는 유네스코학교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학교에 게시판으로 작성하였
다.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우리학교는 유네스코학교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
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긍정의 분위기를 타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변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사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가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한
다. 그 이유는 동구 지역 학교들 가운데에서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먼저 알리고,
학생들에게 유네스코의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정동고등학교 모의 유엔총회
유네스코를 주제로 세 개의 위원회를 개설하고, 대구 전역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글로벌 주제를 가지고 이틀간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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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 봉사활동

게 해야 할까요?
대구 중심에 위치한 신천에서 봉

우선, 대구 유네스코협회와의 소통이 가장 컸다. 대구 유네스코협회에서 자리를

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주변 환경

마련해주고, 유네스코학교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좋았다. 하나의

정리 및 잡초 제거작업을 하였다.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두 개의 학교, 또 여러 개의 학교가 모여서 신천봉사활
동, 모의 유엔총회, 유네스코 축제 한마당 등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유네스코 축제 한마당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대구 유네스코학교들이 모여서 각 학교의 특색을 보여주고, 좋은 사례들을 공유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하였다.

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유네스코학교에 대하
여 모르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많았기에 유네스코의 이념과 학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학년 초, 유네스코학교 게시판 만들기, 리
플렛 돌리기, 축제에 함께 참여하기 등 홍보에 집중한 결과 연말인 지금 이미지
를 비롯하여 인지도가 높아졌다.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흥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앞으로 프로젝트가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 일선 고등학교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

사과한 DAY

니, 유네스코학교가 아닌 학교에도 참여를 유도하면 어떨까 한다. 지원금이 나

학생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미안함을 사과로 전달하고, 자신들이 못 다한

오기에 많은 학교가 신청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홍보도 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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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만드는 ‘US’

-세계의 빈곤퇴치와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학교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65
지도교사
김지수

학생구성원
홍다연, 현도연, 김진교, 고아현, 이수민, 강서현
김민경, 양혁준, 강동현, 김연진, 김보현, 문승기
양서영, 양예은, 김명원, 김혁빈, 고선영, 김하연
김 민, 강민서, 홍연지, 김정민, 현지은

협력파트너 : 글로벌이너피스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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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주의 주요 자연 보전 지역을 탐방하여 자연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

있나요?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 아래, 제주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는 곳이다. 그렇기에 우리 동아리는 제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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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세계시민교육-인권단체인 글로벌 이너피스와 함께 세계 방방곡곡의 다양

본 동아리는 제주의 특이한 자연환경인 곶자왈의 보전 및 홍보를 위해 한국과 제

한 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과 권리에 관한 활동을 하고자 했고 특

주의 습지에 대해 조사하여 판넬을 ‘제주 에코 파티’ 행사에 게시하고 해당 행사

히, 올해 유엔의 세계 평화의 날 주제인 난민의 생활에 집중하였다.

를 찾은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 봉사를 함으로써 지역민과 외국인의 자연에 대한

또한 오직 제주에만 존재하는 곶자왈은 남·북방 한계식물이 모두 서식하여

관심을 증진하였다.

식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그들의 거처로 삼는 곳이다. 이러한 기반

UN 세계 평화의 날에 맞춰 열린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시리아의 유적 파괴 심각

환경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안성 맞춤이기에 생태 전문가와

성을 주제로 한 게시물 전시와 퀴즈 풀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함께 제주 내의 곶자왈을 탐방하며 제주의 생태적 특이성과 중요성을 몸소

학교에서 기획해 온 행사 부스와 난민체험 부스에도 참여하여 올해 UN 세계 평화

체험하였다.

의 날 주제였던 난민의 생활과 권리에 대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부수적인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익을 시리아 난민 지원 단체인 헬프 시리아에 기부하였다.

활동으로 학교 체육대회 때 학교 내에 자리를 얻고 아이스티를 판매하여 판매 수

우리 동아리의 주된 관심은 위에 기술했다시피 크게 두 가지 난민과 환경이
었다. 본 동아리는 이 두 활동들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지역적으로 활
동한다’는 명제를 실천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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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고지 습지 탐방

교래 곶자왈 탐방

5월 9일 사대부고 유네스코동아리 ‘US’에서 환경동아리 ‘트멍’과 함께 람사르

9월 9일, 사대부고 유네스코동아리 ‘US’에서 교래 곶자왈을 제주생태교육연구

습지로 지정된 1100고지 습지 탐방을 하였다. 1100고지 습지를 걸으며 습지 특

소 현원학 소장님과 함께 탐방하였다. 곶자왈에 대한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유의 자연경관을 보면서 오염물질 정화, 용수 공급원 기능을 하는 습지의 환경

희귀종의 생물들이 서식지이자 제주도만의 고유한 지형으로써 곶자왈 보존성을

적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성을 알게 되며 곶자왈 보존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체육대회 부스운영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5월 25~26일 사대부고 유네스코동

9월 10일 사대부고 유네스코동아리 ‘US’는 제주돌문화공원에서 개최된 2017

아리 ‘US’에서 교내 체육대회때 기아,

년 UN 세계평화의 날 제주 지역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전쟁 난민과 파괴되는

난민에 대한 기부을 위해 아이스티를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하였고 헬프시리아 대표인

판매하였다. 이를 통해 이런 작은 일

압둘와합씨의 특강을 들었다. 난민에 대해 잘알지 못했던 것에 반성을 하게 되

를 통해서 남을 도울수 있다는 것을

었고, 현재에도 전쟁 때문에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난민을 도울

파괴가 되어가는 문화유산들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수 있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

었다.

고, 특강을 통해 간접적으로
난민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5월 27일, 사대부고 유네스코동아리 ‘US’는 선흘 곶자왈 동백동산에서 국제 글
로벌 인너피스, 황칠사업단과 참가자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

물영아리 오름 탐사 및 환경정화 활동

여하였다. 팜플릿과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습지를 소개하는 부스를

10월 21일, 사대부고 유네스코동아리 ‘US’에서 우리나라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

운영하고, 외국인참가자들을 위해 개막식 통역봉사와 동반트래킹 통역봉사 등

르 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오름을 탐사하고 환경 정화활동을 하였다. 제주도

의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들을 통해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동안 몰랐던 곶

에 다양한 습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습지가 자연의 콩팥이라 불릴만큼

자왈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의 일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탄하였고, 제주도에 우리가
보전해 나아가야 할 자연에 대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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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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시작하기 전, 몇몇 친구들은 유네스코와 우리는 너무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그러나 이번에 참여하게 된 ‘레인보우 청소년 시민 프로젝트’는 우리의 생각

1년 동안 제주도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보았지만 그 중

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UN 세계 평화의 날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고 또 그것

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린 UN 세계평화의

이 유네스코에 보고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네스코나 국제사회는 우리와 관

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던 것이었다. 이제까지 참여했던 행사와는 달리 우리 학교

련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적, 인

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참여한 큰 행사라는 점이 부담되었다. 또 우리는 전쟁

종,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세계시민 의

난민과 파괴된 문화유산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식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넘

있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다보니 행사를 준비하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게 되었다. 또한 학생으로서 또는 제주도 지역 주

과정에 있어 어느 한 부분도 대충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시리아 난민이 발생한

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다양하고 넓게 세계

이유, 분쟁 과정, 분쟁으로 인해 파괴된 유적지 등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Think globally, Act

조사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난민에 대해 배운다는 생각으로 행사 준비에 임했던

locally’라는 말처럼 세계적으로 행동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우리의 꿈을 더

것 같다.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

욱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들이 우리 학교 부스에 참여하여 즐거운 얼굴로 돌아갔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것이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행사 준비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화시키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영향을 주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었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적은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게 되었고

우리는 1년 동안 유네스코 동아리 ‘US’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가할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은 물론 우리

수 있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한

부스를 찾아와 주신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외국인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파괴

다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US’에 애정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 가지

된 유네스코 문화유산 및 난민문제에 대해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고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외 행사를 주로 참가하다보니 다른 동아리에 비해 활동

새롭게 알게 되었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그들이 세계

을 꾸준히 못한다는 것이다. 자율 동아리를 하는 날이지만 행사가 없어 모이지

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눈에 보이

않는 날이 자주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각자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자습을

지 않아서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는 행

하는 등 따로 동아리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시간을 유

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네스코를 알리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유네스코
동아리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유네스코라는 단체에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서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내가 1년 동안 활동한 유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네스코 동아리 ‘US’는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아픔을 이해하려 하는 인간

게 해야 할까요?

적인 동아리였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 동아리와 더불어 유네스코를 알

사실 우리가 직접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소통을 해

리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홍보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취지와 그것을 따르기

보지 못하였다. 대부분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학교나 지역 사회에 관한 소

위한 ‘US’의 활동을 알린다면 그 분야가 진로인 혹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식을 듣고는 했다.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각이 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나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각자 학교의 학교 학생들에게 부스운영이나 홍보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더 넓
게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동을 더
욱 다양화시키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프로
젝트도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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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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거짓 정보와 과대·허위광고 등으로 잃은 신뢰감을

관광객들은 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맛집을 검색하고 무엇을 먹을지 사

회복하여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몇 번을 재방문해

전에 계획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과장광고, 허위정보

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경제를 발전시

같이 정확하지 않고 신뢰성 없는 정보가 SNS에 널리 공유되면서 관광객들은

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생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 관광하기 좋은 지

고민 끝에 찾아간 음식점에서 기대와 달리 실망을 받을 수 있고 제주여행의

역인 꿈의 섬 제주도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미지도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도민이 직접 먹어보고 음식의 맛, 실내 위생·청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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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정도를 판단하여 숨어 있던 맛집들을 찾을 수 있고 찾은 정보들은 우리

이 프로젝트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설문지를 돌리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추천 받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추억이 가득한 여행이 될 수

은 맛집 후보들을 직접 방문하여 긍정적이고 세심하게 평가를 하되 거짓 없이 솔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주면 관광객들의 재방문 비율이

직하게 평가하도록 약속하였다.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며, 경제적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하며, 삶의 질 또한 향
상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제주도의 좋은 이미지가 세계로 뻗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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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혼저옵서양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앞서 조를 나누고 맛집 리스트를 선정하기 위
한 설문조사지를 만들었다. 학년별로 나누어 조사 후 수합하고 최종 맛집 리스
트를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점포를 나눠보고 조별로 가능한 날짜와 점포를 정한
후 어떤 기준으로 맛집을 평가할 지에 대해 토론해 보았다.

9월 27일 맛집 탐방을 위해 국수거리를 찾았다. 국수거리에 가면 제일 유명한
자매국수 앞에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는데 사실 도민들이 자주 찾는 곳은
아니다. 친구들과 자주 찾는 국수집이 맛집리스트로 선정되어 내심 기뻤다. 이

부대찌개 맛집 ‘흥부가 기가 막혀’ 방문

곳의 주메뉴는 역시나 고기국수인데 오래 우려낸 국물맛이 일품이다. 먹어도 먹

설문조사 후 상위권에 랭크되어 검색해 보았는데 부대찌개 가게라는 점이 의외

어도 끝이 없는 양은 주인아주머니의 인심 또한 후하게 느낄 수 있어 더욱 정감

였다. 내 주변 친구들은 분식류나 피자, 중국요리를 즐겨먹기 때문이다. 기대를

이 간다. 사이드로 만두를 주문했는데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품고 찾아간 첫 번째 여고생 맛집! 주머니가 가벼운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할 만
큼 가격대비 양이 어마어마하

예상했던대로 빠빠라기빙수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다. 어렸을 땐 엄마손에

고 반찬 리필도 수시로 해주시

이끌려서, 커서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찾게 되는 이 곳! 역시나 다양한 연령층이

니, 맛집으로 완전 인정이다!

빙수를 먹고 있었고 해가 지나도 변하지

달테이블은 제주시에 두 곳 그

이즈로 다양한 빙수가게들이 많이 생겨나

리고 서귀포에 한 곳 있는 제

기는 했지만 차별화된 맛으로 충분히 관광

주도 대표 맛집이다. 제주도민

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듯하다.

않는 맛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프랜차

들이 많이 찾는 맛집이지만 관
광객들에게는 아직 입소문이

맛집을 탐방할 때마다 맛집 판정 점검표를

나지 않은 것 같아 홍보하면

만들어 작성하였다. 평가요소는 맛, 가격,

좋을 것 같았다. 9,900원 셋트

서비스, 위치, 위생상태 등 총 5개 항목으

메뉴가 제일 유명한데 파스타,

로 구분하였고 그 외에 영업시간과 대표메

쭈꾸피, 피자, 국수까지 한 번

뉴, 메뉴별 가격을 조사하여 향후 맛집리

에 맛볼 수 있어 가성비가 훌

스트를 확정지을 때 객관적인 지표로 삼고

륭하다.

자 하였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용기이다.”
청소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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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 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멀리 있고 버스가 많이

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없어서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금방 도착했다. 멀었던 만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프

맛이 있었다. 또한 맛집을 평가할 때 사람들의 나이 대, 입맛 등 어떤 기준으로

로젝트를 시작한 후 지역사회 경제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평소 지

평가해야 할지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토론하고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니 훨씬 수

나치기만 하던 일상에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 둘씩 보이

월해졌고 부모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기 시작하였고, 설문조사와 통계 그리고 직접 찾아가 평가를 내리고 최종적으

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설문지를 만

로 맛집을 선별했을 때 성취감을 느꼈으며, 토의보다는 혼자 생각하는 것이 편

들어 팀원들의 SNS로 홍보를 하였는데 예상 외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참여도가

했었는데 설문조사, 조별활동을 통해 팀워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많아서 놀랐고 기대 이상이어서 좋았다. 그리고 맛집을 찾아갔을 때 영수증을

무심코 지나쳤던 가게들이 크든 작든 모두 우리 제주관광의 활성화에 중요한

받을 수 없었던 가게들이 있어서 힘들었고, 한번은 영수증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맛집리스트를 선정해 나가는 우리 자신들

필요한 내용들이 없어 계획을 바꿔 그 가게보다 투표율이 좀 적었던 가게로 이

을 돌이켜보며 우리 청소년 또한 제주관광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명감

동했다. 처음에는 투표율이 적어서 기대를 안했는데 예상 외로 서비스도 좋고

과 책임감을 느꼈다.

맛도 있어서 기대 이상이었다.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 맛집을 미리 다녀오는 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정에서 시간이 맞지 않아 다른 맛집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행히 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른 맛집을 찾아 사전조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설문조사를 통해 맛집을 알아 보았을 때 예상외로 맛집이 다양하게 나와서 통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계하기 힘들었고, 맛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맛집이 있어 찾아가

허위광고가 아닌 진짜 맛집들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레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집

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팀원들과 직접 찾아가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식당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

음식을 먹어보고 탐색한 결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맛집 탐방을 시

파장은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결국

작하기 전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주어진 과제를 행

에는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과대

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방문하게 되었고, 알아야 하는 내용들

포장된 맛집들이 아닌 진짜 맛집을 찾아 갈 수 있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사랑

을 직접 물어봄으로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다. 음식을 먹을 때 사진을 찍

하는 사람들과 먹게 됨으로써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이

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지만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바로 맛집의 진가가 아닐까 싶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인증샷을 남겼고, 음식을 직접 먹어봄으로서 소문난 맛집
이 된 이유를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했다. 소문난 맛집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노력이 가져온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숨은 맛집들을 찾기 위하여 프로젝트 홍보 겸 교내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다른 학교 학생들 말고도 나이에 상관없이 더 넓은 영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역을 조사했다. 온라인 설문지는 SNS에 공유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에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문조사에 임하는 선생님, 학생

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블로그에

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교내 설문조사는 학생들 대상이기에 맛집 선정에 제

글을 올리되 허위로 글을 올리면 안된다. 허위광고, 과장광고는 제주도 관광산

한적이지만 온라인 설문조사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

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관광지

에 온라인 설문조사의 홍보도 중요한데 이러한 홍보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

같은 곳에서 스티커로 맛집 투표 활동 등을 하면서 소통을 하거나 SNS 내용에

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입맛에 맞춘 맛 평

맛집 탐방 주소, 사진, 가격, 친절도 그리고 후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가와 개인이 느끼는 친절도와 청결도가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다면 맛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

정보로 통계를 내어야 신뢰감을 얻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관광지 주변

각된다.

식당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제주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야 관광객들이 다시 그 맛을 맛보기 위해 재방문할 것이고 이는 경제발전에 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위, 과장 광고를 크게 내는 게시물은 제재를 받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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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국제기념일 중 유네스코의 이념들과 연관된 날

국제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국제기념일들이 생겨났지만 정작 그 날에 대해서

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선택한 모든 국제기념일 날에 타학교와 연합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제기

하여 교내, 도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도민들의 국제사회

념일 홍보가 부족하여 국제기념일 관련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제주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서 우리 동아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제주도민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협력하여 국제기념일을 대중화 함과 동시에 세계 시민

고자 하였다.

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보고 이루어나가고자 하였다. 국제 기념일은 우리 동
아리 부원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사를 모두 포괄한 주제를 다룸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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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점(생태계 보존, 인권보호 등)들을 국제사회와 연결하

우리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사람들의 국제기념일에 대한 관심 고취와 일상생활

고 탐색하고 해결하는데 매개체가 된다. 현존하는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직

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화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리 부원들이

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한 현상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

캠페인을 주도하되, 전교생이 직접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캠

하여 세계시민의 의식을 기르고 제주도민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

페인’을 실천한다.

취시키고 인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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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식목일 캠페인

PPT를 준비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지구의 날 활동의 일종으로 4월 5일 식목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애림의식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에도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키우고 환경파괴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식목일의 국가별 식목일 역사, 아마
존 산림파괴 등의 주제를 전공어로 판넬을 만들어 복도에 비치했다. 또한 특별
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목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4~5월 두 달 동
안 각 과당 2명씩 꽃 사랑 도우미 친구들을 선발해 꽃을 키우고 관찰일기를 작
성하는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교의 식물들도 관리하여 우리 동아
리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애림의식을 키워주었다.

savethechildren 신생아살리기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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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개발도상국 아동 인권 보장 실태와 우리의 역할’ PPT 발표의 후속 활동으로, 12
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savethechildren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하였
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
인권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고
직접 아동인권 보호를 실천함으
로써 인권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
닫는 시간을 가졌다.

2017 세계를 품다 제주 글로벌 다문화 축제 부스 운영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한 2017 세계를 품다 제주 글로벌 다문화 축제에서

세계 바다의 날 캠페인

‘아이티를 찾아서’ 부스를 운영했다. 아이티 진흙쿠키에 대한 편견을 탈피하고

6월 8일 세계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제주중앙여고 유

음식문화, 미술문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바나나 튀김 시식과 진흙쿠키 만들

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 교내 희망학생들과 함께 바다 쓰레기 동영상을 시청한

어 보기 체험을 준비했다. 부스 운영을 통해 부원들은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해

뒤 6월 한 달 동안 이호태우 해수욕장과 중문해수욕장을 방문하여 바다쓰레기

에 대해 생각해보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줍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제주바다쓰레기 문제의 위
험성 설파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봉사 활동을 지켜보는 주민들, 관광객
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땡볕 아래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쓰레기를 줍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다.

교내 우편 보내기 캠페인
10월 9일 세계 우편의 날을 맞이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우편의 역할을 알
리고 학생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내 우편 보내기 캠페
인을 실시했다. 미니언 소식지를 통해 우편의 날에 대한 정보를 알렸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우편의 역할에

유네스코 이념을 다룬 PPT 발표 활동 진행

대해 생각해볼 뿐 아니라 초등학교

유네스코 이념을 다룬 PPT 발표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아리 부원들은 ‘모두를

친구, 외국에 사는 친척에게 편지

위한 교육과 실천방안’, ‘자연유산의 보호방법과 교육’, ‘개발도상국 아동 인권

를 보내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마

보장 실태와 우리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하여 발표했다.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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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았다. 이를 찾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고 실행한 결과 동아리의 부원들뿐만 아니라 교내 캠페인을 보며 취지에 공감

•레
 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다 쓰레기 봉사활동, 다문화 축제 부스 운영

한 학생들도 있었고 함께 바다 쓰레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글

등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혼자 하기는 어려운 활동들을 하였다. 새로운

로 써 알리는 친구도 있었다. 제주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경험을 해보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에 ‘왜?’라는 질문을 하며 세계 시민
으로의 성장을 발돋움했다고 생각한다.
•원
 래는 책임감이 강하지 않았던 나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레인보우 프로젝트

나은 자연을 선사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던 주민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레
 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겪고, 이해한 것들을 친구들, 선생님, 부모
님에게 말해주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주변 사람들 또한 간접

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계획은 꼭 달성해야지!’라는 목표의식과 성취적인 태

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접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도도 갖추게 되었다.  

에 그치지 않고 급식실에서 잔반 줄이기, 기숙사에서 물 아껴쓰기 등 사소한

•처
 음에는 세계시민의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막연히 ‘지구상에 살고 있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

다면 모두가 세계시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
만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장애, 인권, 교육 등 인간이 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었다. 세계시민의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했으며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

게 해야 할까요?

졌다.

•바
 다 쓰레기 봉사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활동을

•레
 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바다의 날 캠페인의 취지에 동참하는 친구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행동들에 뒤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게 돌아오는

가 있었고 봉사 활동뿐 아니라 바다 쓰레기에 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여 더

지 확실히 깨달았다. 특히 바다 쓰레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환경보호의 중요
성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봉사활동 이야기를 하며 행동변
화를 촉구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몰랐던, 관심이 없었던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토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다.

많은 친구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
 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처럼 캠페인의 결과물을 복도 보드에 부쳐 알리
거나 정기 소식지를 제작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직·간적접적으로 프로젝
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교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를 활용한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레
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들을 연계하여 과학축전과 비슷한 형식으

•레
 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의 나는 지역사회의 문제보다는 국제문제

로 작은 행사를 진행하였으면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레인보우 프로

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세계문제를 접하다 보니 세계문

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각 학교들이 진행하는 주제들에도 흥미를

제는 강대국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보일 수 있으며 국제문제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데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국제문제로 나타나는 문제들

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년의 프로젝트
를 끝마치고 있는 지금의 나는, 나 한명의 행동 변화가 우리 학교 문제를, 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주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를 더 나아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처
 음 프로젝트를 계획했을 때,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식목일 캠페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인’이 잘 실행될까 걱정했지만, 식물을 키우고 잘 보살피면서 관찰일지를 작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성하는 꽃 사랑 도우미에 지원한 친구들이 많았다. 보드를 게시하는데 그치

•식
 목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학교 친구들에게 식목일의 정의 및 역사 등을

지 않고 부원들이 직접적으로 식목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던 적극성이 이번

알려주면서 식목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했던 일이 가장 그 예라고 생
각한다. 이를 통해서 동아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식목일에 관한 정

•세
 계 우편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우편 보내기 행사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

보 및 마음가짐을 더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었다. 재학생들이 참가한 ‘꽃 가

다. 친구들에게 알리고 캠페인을 같이 하며 진행하였지만 어떤 행사인지 잘

꾸기’ 캠페인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의 꽃과 나무에 관심을 가져 텃밭을 가꾸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주소나 우편번호를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

었고 학교를 넘어 집에서도 꽃을 가꾸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 캠페인을 통

다. 특히 국제우편인 경우 그 친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주소를 받기 어려

해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존을 위한 격려를 전할 수 있었다.

워 시간이 많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받는 기간을 좀 더 늘리

•바
 다 쓰레기 관련 동영상 시청, 책 읽기 후 토의 활동으로 제주 바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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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고 캠페인을 다시 설명해주며 우편 행사를 한 번 더 알리면서 친구들이 쉽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도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기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필요할 것 같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
 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탐구심이다. 프로젝트 진

•프
 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세세하게 일정이나 방법 등도 생각하는 것

행과정에서 부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설상가상으로 모일

이 좋을 것 같다. 또한, 부원들이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나 후배, 선배들과 함께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었다. 하지만 부원들은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듣는 자

세계시민으로서 토론하는 것을, 우리 동아리에서 공식적인 캠페인이나 활동

세로 토의에 임하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였지만 모두가 만족한 결론을

일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면, 우리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세계시민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해결책은 한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며 부원들과 토
의과정을 거듭하고 거듭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다문화 축제 준비

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교
 육청이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더 알리고 프로젝

과정에서 만약 우리가 그냥 대충 준비하고 그대로 부스를 운영했다면 성공적

트를 진행하는 학교 간의 작은 행사를 만들어 약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들

인 부스 운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

을 알리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레인

고 추가면학시간까지 함께 생각하고 협동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보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나 동아리 부원들만

있었다.

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도 쉽게 접

•바
 다의 날을 맞이하여 기획한 바다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은 기대했던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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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돋았다.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참여를

하며 더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성공적이었다. 우리가 캠페인을 벌인 취지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

• 1년동안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에 비

었고 봉사 활동이 끝난 후 다 같이 느낀 뿌듯함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해서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정보도 뜻대로 나오지 않아서 가
끔씩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불편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많
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참정권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써
국제문제를 알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고치는 등의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면
참정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정미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명예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이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이에밀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청춘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이러한 청소년을 그냥 날려 보내기보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의 청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문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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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환경과 인권 바로 알고, 더불어 살아가기
학교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 5길 11
지도교사
홍시연, 문경춘

학생구성원
김현아, 김예림, 강유진, 홍원우, 유승아, 한가은, 장혜정
양수빈, 이하늘, 이현지, 강다영, 김세리, 김소언, 김정은
박서현, 송다연, 홍유림, 김윤지, 노하정, 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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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과 인권 바로알고, 더불어 살아가기’라는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가 살고

• BMW 실천하기 → Bike, Bus, Metro, Walk

있는 제주도가 제주인구, 관광객 급증, 다양한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쓰레기

• 폐의약품을 하수도에 방류하지 않고 약국에 갖다 주기

발생량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와 사람이라면 깨끗

• 에너지 절약하기 → 플러그 빼기, 냉장고 내부 비우기, 컴퓨터 끄기 등

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인 인권과 연결되었다.

• 탄소 다이어트 → 육식을 줄이고 채식하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현재 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주도의 심각한 환경문제와 일상생활에
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알림판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인간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인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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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 알리기 캠페인

바다 정화 캠페인

9월 22일, 유네스코 동아리 단원들과 함께 제주도의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기

9월 2일, 여름 휴양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이호테우해수욕장에 남겨진

사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각각 조사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많은 쓰레기들을 깨끗이 하려고 제주외국어 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

이 복도를 지나갈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림판을 제작하고 지나가는 사람

과 연합하여 쓰레기봉투와 장갑을 각각 준비하여 구석구석 버려진 쓰레기들을

들이 볼 수 있도록 2주일 동안 게시판에 붙여 놓았다. 이 캠페인을 하면서 제주

주우며 쓰레기의 심각성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깨끗해진 바닷가를 보면서 뿌

도 환경문제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찾아보았는데 끝도 없이 문제들은 생기고

듯함을 느끼며 값진 시간을 보냈다.

있는데 해결책이 있지만 실천이 안 되거나 해결책조차 없는 문제들이 많아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알림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
성을 느끼고 보다 나은 깨끗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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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주중앙여

자고

등 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번역기이다.”
전 세계적 청소년들과 만나 소통을 한다면 다양한 언어들을 들어볼 수 있고
색다른 문화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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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연락이 되어 같이 이호테우해수욕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바다 정화 캠페인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을 하였다. 이처럼 관심이 가는 공통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기사를 찾아볼 때 제주도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할 수 있는 활동이 알려지면 소통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것을 중심으로 찾아보게 되었고, 현재 제주도에서 심각하다면 제일 심각한 하
수처리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물을 아끼기 위해 양치를 할 때 컵을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점차 변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화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인권데이’라는 활동을 준비까지는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해 아쉬웠다. 하지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만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유네스코 단장 친구와 연락이 닿아 유네스코 동아리 단

원래 인권과 관련된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제주 환경문제에 대한 알림판을 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문제없이 지내던 일상

원들끼리 힘을 합쳐 이호해수욕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정화활동을 하여 못

생활에서 어느 한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꾸준

했던 활동을 대신하여 성공적으로 채울 수 있어서 뿌듯했다.  

히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법들을 찾고 실행하도록 변화하는데 영향을 준 것 같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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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

게 해야 할까요?

리들이 사용하고 남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단장과

는 주인 의식을 갖고 지구를 지키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집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오케스트라이다.”
다양한 종류의 악기가 조화를 이뤄서 멋진 연주를 하는 것처럼
다양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김세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권리이다.”
권리는 항상 어른들에게만 존재하는 편견이 많은데 청소년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권리를 갖고 사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이하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보물이다.”
청소년 세계시민은 청소년이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직책이 주어지며
그에 따른 일을 하며 가치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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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고등학교

중산 세계로 프로젝트!
학교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90
지도교사
최재영, 박영일

학생구성원
백선아, 김은우, 탁은우, 김태림, 탁시우, 심유민, 박준형
송선우, 배승연, 정준성, 조윤민, 최형빈, 김민지, 정혜승
정윤지, 정현아, 김신명, 조윤소, 권은정, 서창영, 박진영
김민서, 김채현, 조은서, 유지은, 신혜지, 문지유, 박정민
문성욱, 김은수, 김지현, 김수현, 이재임, 서민선, 이윤창
이서연, 김세린, 채수아, 유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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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현재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미세먼

환경문제와 세계빈곤, 문화분쟁과 같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지 수치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알리고, 우리가 먼저 실천에 옮겨서 다른

위기는 우리의 삶과 점차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우리 학교는 고봉산 초입에

사람들도 간단한 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에너지 절약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좋기로 동네에 소문난 학교였다. 그러나 최근 몇

캠페인, 학교숲 알리기 캠페인)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미세먼지 때문에 창밖으로 뿌연 하늘밖에 보지 못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유로 고통 받는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위해

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를 비롯해 다양한 자원의 지나친 사용에 직간접

우리 동아리와 주위사람들 모두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억할

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 같은 지구촌에서 살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영화제 및 사진전)

개발도상국의 친구들을 쉽게 잊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학교 숲을 알리는 학교 식물도감 지도 만들기 캠페인 진행, 개도국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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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교육환경은 어떤지 알아보는 영화제와 사진전을 기획하고 동시에 드림

열심히 활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주위에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다

DREAM 프로젝트도 실시하여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다.

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감화되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좁게는 우리 동네,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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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에너지 절약 캠페인, ‘Save the Earth’
학교에서 냉, 난방을 위해 연간 엄청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당장 전국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자 라는 생각으로 피켓과 같은 시각자료를 통
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절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고안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제 상영 ‘무지개 분대’
드림 Dream 캠페인을 위해 개도국 아이들의 교육실정을 알리고, 모금활동을 진
행하기엔 활동이 제약적이라고 느껴서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화제를 진행
하게 되었고, 무지개 분대라는 영화를 상영하였고, 영화제를 통해 교육의 의미
를 다시 되새기고, 현재의 나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아프리카 교육 사진전
우리학교 미술 박영일 선생님이 케냐에서 찍어온 사진으로 교육사진전을 개최

에너지 절약 캠페인, ‘Save the Earth’

하여 개도국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
활하고 있는지 알리고, 엽서를 팔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태그로 거는 등
의 활동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개도국 아이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
졌다.

식물도감 캠페인
학교가 자연에 가까이 있다는 장점을 살려 학교에 서식하는 식물을 찍고, 조사
하여 시각적 자료인 피켓을 이용하여 꽃과 나무를 소개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하고,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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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었다. 그리고 덕이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동아리 활동내역 발표를 통해서 우리학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교를 방문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학생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인권인식개선 프로젝트가 내가 느낀 점이 많은 활동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학교에서만 홍보하

이었다. 예전에는 개도국 아이들의 상황과 교육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는

는 것이 아닌,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데, 영화제를 통해 교육인권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아졌다. 또한 영화제를 진
행하면서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내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개도국 아이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그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유네스코에서 진행한 인권 영화제가 제1차 지필고사 바로 열흘 전이라 다

아프리카 교육 사진전을 진행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변화했던 우리

들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많이 못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

의 생각들을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 심지어는 선생님들께

생들이 참여했다. 아마도 영화제를 준비했던 3주 동안 홍보팀 부원들이 매일매

도 전달하면서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나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

일 열심히 홍보하러 돌아다녀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홍보물 팀이 만족스

었고 한 발짝 더 세계시민에 다가서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러운 홍보물을 만들지 못했는데, 홍보팀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 열심히 모였고,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홍보활동을 했다. 영화제 당일에 원래 모든 진행을 담당하기로 했던 진행 팀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첫 큰 행사에 긴장하고, 생각보다 많은 참여 인원에 당황해서 어쩔줄 모르고 있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었는데, 진행 팀이 아닌 홍보팀과 홍보물 팀이 진행을 도와주어서 무사히 영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은 고쳐

제를 마칠 수 있었다.

나가고,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은 확장시키며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하였고, 이
런 변화를 가지고 학교 행사를 꾸며 나가다 보니, 선생님들과 우리학교, 다른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고, 평소에는 잘 모이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지 않던 모금활동도 성황리에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여 그들의 의견을 모음으로서 그들의 세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가 2년차 신생 동아리여서 다들 정신이 없었고, ‘어

계시민으로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세계시민에 한층 더 가까워

어-’ 하다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조를 짜긴 했

질 수 있게 되었다.

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아서 담당 선생님의 지시나 부장의 지시가 정확하게 전
달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여러 캠페인을 하고 다양한 활동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들을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물론, 모두 공부하느라

게 해야 할까요?

바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

우리학교에서 진행한 행사이지만 우리학교 학생들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학

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니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과, 고통

교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가 준비한 영화제와 사진전을 보고 행사들

받는 사람들, 본인과 가까이 살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

에 참여하게 하며, 그들의 세계시민 의식도 고취시키면서 다함께 발전할 수 있

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작은 나비이다.”
언뜻 보기엔 작은 힘이지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듯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고등학교 김은우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도약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은 더 나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시작이자 도약이다.
중산고등학교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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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고등학교

작은 실천과 큰 변화
학교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100
지도교사
임정순, 강민경

학생구성원
김규태, 조현준, 권진근, 김동후, 김성재, 김어진, 김태원
나민석, 이재훈, 장석원, 전민기, 한승윤, 강정권, 김대현
김동한, 배규혁, 송지훈, 신우진, 유호종, 임재민, 장현우
조정흠, 최원준, 홍진석

협력파트너 : 독도의용수비대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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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주변이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있나요?

이러한 모습을 본 우리는 지역 문화재를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변 환경을 정

우리 학교는 주변이나 실내 시설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 교외 또는

화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끝으로 지역에 해군 본부가 있어서 그런지 국호에 관

교내 환경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인 진해는

심을 기울다 보니 항상 화젯거리로 대두되어 오던 독도수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

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환경오염의 요소를 안고 있다. 우

었다. 우리 학교 독도에 관련한 인지 조사를 보니 독도수호의 의무를 인지하는 것

리 지역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에 비해 독도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집을 대상으로 “꿈나무 어린이집”과 같이 환경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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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나마 안도감을 느낀다. 이런 정책들과 더불어 교내에서도 유네스코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동아리가 환경보호 관련 활동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환경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여태껏 해왔던 개인컵 들고 다니기 운동, 에코

또, 우리 지역에는 해군의 외국 군인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백 제작, 게릴라 가드닝 등의 활동과 더불어 ‘팔로우 어스(Follow Us or Earth)’를

등 다문화 가정이 많지만, 여전히 외국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에 안타까움

진행해보았다. 따로 이것만 활동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우리가 활동한 장소의 쓰

을 느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인권 인식의 부족에서 찾았고 동일한 원인

레기를 단체로 치움으로써 지구를 위해 모두가 함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주

으로부터 교내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학교폭력 또한 발생된다고 보았다.

변 사람들을 자극하였다. 실제로 함께 쓰레기를 치우며 우리의 활동을 칭찬해주

게다가, 우리 고장인 진해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많

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 앞으로 작게나마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

은 외부 관광객이나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방문하는데, 그것에 비해 우리 지

해 가꾸어질 깨끗한 환경을 기대한다.

역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나 문화재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즉, 관심이 부족하다. 게다가 문화재를 보존해야겠다는 인식조차 미미하여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러한 소중한 문화를 지키며, 주변 환경

정화 효과를 동시에 챙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캠페인과 앙케이트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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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그들에게

3월 31일, 진해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들에게 깨끗

서 공감을 이끌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우리들의 활동이 모두의 활동이 될 수 있

한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여좌천을 사전답사하여 자질구레한 쓰레기들을 치웠

도록 하였다.

다. 솔선수범하여 환경 정화에 나서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치우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뜻 깊은 활동이 되었던 것 같다.

고 직접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들의 조그만 행동에 변화하는 사람들의

요?
•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치운다.

인권 앙케이트 캠페인, 누가 인권 운동가인가?

•우
 리끼리 답사한 문화재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답사하고, 지역 주민들과

6월 19일부터 3일 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권 함양을 위해 앙케이

교류하여 우리 지역 문화의 보존과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다
 른 문화나 외국인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 또한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선
입견을 가지는 행위를 버리고, 이들 또한 같은 사람이란 존재로서 서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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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캠페인 참여자들은 해당 인권운동가의 모범적인 모
습이 무엇인지, 세계시민을 위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
었다.

하는 행동을 실천한다.
•우
 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작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여 지구의 작
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
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다.
•활
 동하기에 앞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먼저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하며,
매사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생 수준에서 가능한 작은 활동이 있는
지 고민한다.

독도 홍보 캠페인, 독도의용수비대를 아시나요?
한 해 동안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위해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
원에 가입하여 그 직책에 걸맞게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
한 후 알게 된 내용을 눈에 잘 띄는 시각자료로 재구성하였다.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며 사람들의 독도
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역고유문화 인지 캠페인, 사랑해요 우리고장
7월 30일, 진해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답사한 이후 관련한 정보와 느낀 점을 팜
여좌천 꽃축제 사전답사 및 환경정화

플렛으로 제작하여 학교 학생들과 진해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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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답사한 문화재 중 사람들이 ‘가고픈문화재’라는 주제로 앙케이트

디아카’, ‘일본의 ‘다루마오토시’ 등 여러 전통놀이 알리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

활동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창의적인 홍보활동으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를 통해 세계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놀이와 비슷한 놀

유발하고, 이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참여자와 함께 고민해

이에서는 동질감을, 우리나라 전통놀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이에선 신비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을 느꼈다.

우리끼리 유네스코, 창원시 랜드마크 및 주요건물 탐색
10월 20일, 진해 인근 지역인 창원
에서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방문
하였다. CITY7, 상남 시장, 성주사,
용지호수 등을 방문한 이후, 우리
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장소
를 선정하여 그 장소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인근
문화재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유네스코학교 Dream 드림 캠페인,
르완다 지역학습센터 건축 사업 모금 활동
올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Dream 드림 캠페인을 통해 모금 활동
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친구들을 빈곤의 악순

유네스코학교 Dream 드림 캠페인,

환에서 구제해 주기 위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민

르완다 지역학습센터 건축 사업 모금 활동

으로 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들에게 어떤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

•올
 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Dream 드림 캠페인을 통해 모금 활

을지 생각해 보았다.

동을 실시하였다.
•4
 ~월까지 모금활동으로 모아진 성금은 655,340원이었고 이를 유네스코한
국위원회에 입금(2017년 11월 13일)하였다.

다문화 체험 부스, ‘세계의 전통놀이 알리기’
10월 30일, ‘세계의 전통놀이 알리기’ 활동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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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서로 배워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방법은 항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시 우리의 바람이다. 주로 SNS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로의 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인권, 환경, 지역 문화 등의 여러 가지

동을 공유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오프라인에서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서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과 탐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로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방

서 우리 동아리의 부원들은 학교 학생들, 지역 주민들이나 타 학교 학생들과 소

법을 실시해야 한다.

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협동을 통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해결
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지역 문제에 대해 심히 고민하면서 사회의 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원으로서의 성숙함과 책임감을 기르게 되었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앞서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말했듯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남들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말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이를 통한 리더십을 습득할 수 있었다. 매번 활동을 준비

항상 활동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한 우리의 입장에선 늘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하면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정보는 턱없이 부족함을 반성할 때도 있었지만,

독도 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독도를 직접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해

이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욱 완벽한 정보 조사를 통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문제

보려 하였으나, 계약 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결함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 크게

에 대한 사고방식의 다각화를 갖게 된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세계 시민을 향해

실망을 하였다. 하지만 세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처음 우리가 선택했던 레인보우 프로

노력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모금활동은 토의를 통해 창의적인

젝트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끔 하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여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은 채 진행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한 실패 이후, 인구 밀집에 따라 부원들의 구성을 세분화 하여 르완다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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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설명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다시 모금활동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는 사

우리는 항상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환경, 지역문화 등과 관련

람들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기대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다. 이번

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변 사람들

경험을 통해 토의를 통해 창의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이

의 인식부터 개선해 나가야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

루어지고, 이러한 토의 과정에 흠이 생기면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좋지 못한 영

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이 적중하기라도 한듯 캠페인 결과가 대부분의

향을 끼침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도 위태로운 상황이 닥친다면 토의를 통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인권, 환경, 지역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인

협동으로 이를 극복할 것이다.

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 벚꽃축제의 장소인 여좌천 로망스 다리의
쓰레기 빈도수가 현저히 줄었고, 웅천 읍성을 비롯해 김달진 문학관과 같은 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역 고유 문화재의 방문객 또한 예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느낀다. 게다가 외국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편함 없이 자연스레 대하고 밝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늘어났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서 우리의 작은 행동들

앞으로 우리 동아리는 한 해의 활동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앞에서

이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활동했던 것들보다 더 심화된 활동을 추진해 성공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항상 생각만 해오던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유네스코학교의 총회를 가짐으로써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구상하는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협동하여 창원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

게 해야 할까요?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가 왔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우리는 다른 학교의 친구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고 싶다.

으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특히 다른 학교의 친구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날개이다.”
새가 하늘에 비상하는 것을 도와주듯 세계가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진해고등학교 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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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여자고등학교

더 우리, 더 아름

(더 우리가 더불어 살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학교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남로 23
지도교사
김정현

학생구성원
조하원, 이채은, 황유진, 윤다진, 이아연, 전지호
전혜리, 강채원, 김유빈, 문서영, 강민주, 배교령
조유진, 강유화, 김정은, 서혜연, 이민정, 심민주
김준경, 김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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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설문조사, 홍보 캠페인, 체험 부스 등을 통해 교내의 학생들에게 웅천 도요

우리 지역 진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곳이다. 하지만

지 및 진해 군항의 역사와 같은 우리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소중함을 알게 하여,

축제기간 동안과 이후에는 아름답던 거리가 쓰레기들로 넘쳐나는 일이 다반

우리 스스로가 지역문화를 보전해 나가는 데에 동기부여가 되고자 하였다.

사이다. 게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진해 지역의 군항 역사는 역사적으

두 번째 목표는 ‘더불어 살기 의식’의 확산과 고착화였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 학

로 큰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

생들과 지역 사회주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나‘ 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다. 이와 더불어 진해는 옛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웅천의 도자기 문화를 가

‘를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따른 생

지고 있다. 웅천의 도자기 문화만의 ‘막사발’은 수수하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명사랑의 실천, 일회용품 사용의 절감,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행동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지역문화 소외

의 변화를 통해 더 깨끗하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가 변화하

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교정의 생명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는 것을 기대 효과로 삼았다.

있는 것,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 기아를 비롯한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 결
여 등과 같은 더불어 살기 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행동들 또한, 우리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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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젝트를 기획하며 새롭게 인식한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1. 우리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기!

지역문화의 소외를 막는, 더불어 살기 의식을 고취시키는 프로젝트를 기획하

웅천의 도자기 문화 알리기

여 우리 지역과 교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우
 리지역문화이지만 지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웅천의 도자기 문화
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도자기 체험을 함. 체험 후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화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의식을 갖
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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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군항도시 진해 바로 알기

웅천 도요지 방문 및 물레 체험(우리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기)

•일
 제강점기 시대의 군항도시 진해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고, 당시의 독립운동

3월 25일, 이전 동아리 시간에 웅천 도요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

및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기

으로 교내의 학생들에게 홍보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직접 웅천도
요지를 방문했다. 웅천 도요지 역사에 관한 영상자료를 시청한 후 도요지 전시

2.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기!

관을 관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물레 체험과 귀얄문 새기기 체험을 했다. 웅천

생명 사랑 캠페인

도자기의 우수성과 그 역사 및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며 학생들에게 홍보할 내

•우
 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재활용한 화분으로 식물을 기르며,

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일
 회용품을 다방면에서 재활용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학생들의 지친 마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음을 치유하는 프로젝트
수요일은 다 먹는 날(수.다.날)
•버
 려지는 잔반 양과 이 잔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우리학교 학
생들에게 알리기
• ‘잔반 없는 날‘을 지정하여 급식을 다 먹은 학생들을 위한 보상제를 실시함으
로써 버려지는 잔반 양을 줄이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사랑을 실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3. 평화&인권과 더불어 살아가기!
기아 사진전 개최
• ‘기아대책’으로부터 기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대여하여 교내에 7일간 전시하
여 학생들이 기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함
•사
 진들을 관람한 후, 소감문 작성을 통해 기아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스스
로 모색하기

웅천 도요지 사전 인식 조사(우리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기)
3월 28일, 웅천도요지 알리기 캠페인에 앞서, 학생들의 사전 인식 조사를 위해,
점심시간과 석식시간을 이용하여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
다. ‘웅천 도요지에 대해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425명의 학생들이 답해주었는
데 64%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에 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기
 아, 난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실천 방안에 대한 토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문화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홍보 캠페인을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캠페인

하는 데에 큰 동기 부여가 되었다.

• ‘기아대책’ 강사님을 초청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실천 방안을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한 후원

웅천 도요지 홍보자료 제작 및 캠페인(우리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기)

캠페인을 기획하여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5월 24일, 동아리 시간에 도요지 홍보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각 조별로 주제를

• ‘기아대책’ 강사님을 초청하여 전 세계의 물 부족 문제를 이해하고, 물의 소중
함과 아껴써야 함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에 게시하기

분담하여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7월 17~18일 이틀간 홍보 캠페인을 벌였
다. 캠페인 기간 동안 홍보 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을 직접
글로 쓸 수 있게 하여, 학생들
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
였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지
역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 좋
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통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 문화를 보존해 갈
수 있음을 느꼈던 보람찬 시
간이었다.

진해 제황산 공원 및 역사박물관 견학(우리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기)
8월 30일, 우리 진해의 군항역사와 그 의의를 알기 위해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
웅천 도요지 사전 인식 조사

들이 직접 진해 제황산 공원과 진해 역사박물관을 견학했다. 이를 통해 진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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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on 캠페인(평화&인권과 더불어 살아가기)
9월 27일, 기아대책 강사님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희망 on’ 캠페인을 기획했다. 우
리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한 이 후원 캠페인은 11월 둘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를 올바르게 알게 되었고, 특히 진해의 3.1운동과 일제강점기 군항의 역사
를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

생명사랑캠페인(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기)
6월 9일 부터 9월 11일 까지, 교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및 보호의 필요성을 고
취시키고, 일회용품의 효과적인 재활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생명사랑 프로젝트

물 절약 캠페인(평화&인권과 더불어 살아가기)

를 기획, 홍보, 그리고 실행하였다. 6월 12일 1, 2학년 학생들에게 쉽게 키울 수

10월 25일, 기아대책 강사님과 함께 전 세계의 물 부족문제와 물 절약의 중요성

있는 식물의 씨앗(미니해바라기, 봉선화, 마가렛 중 택1)과 흙을 제공하였는데,

에 대해 배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물 절약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

약 200명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학생들은 마음

다. 이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내에 게

의 정화, 생명의 소중함, 일회용 페트병의 재활용 방안 등을 알게 되었고, 선생

시할 물 절약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11

님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자자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머릿속에 ‘더

월 첫째주에 교내 화장실 벽에 게시될

불어 살기 의식’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캠페인을 기획한 우리도 큰 보람을 느

예정이다.

꼈다.

기아사진전 개최(평화&인권과 더불어 살아가기)

단어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슈(지구촌과 더불어 살아가기)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교내 학생들 및

8월 23일, 세계의 흐름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단어로 알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기아 사진전과 소감문 쓰기를 개최했다. ‘기아대책’으로부

보는 글로벌 이슈’를 진행했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급부상하고 있는 글

터 기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대여하여 점심시간과 석식시간에 급식소 출입구에

로벌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해결방안에 대

전시하였다. 이를 통

하여 토의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접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해 많은 학생들이 기

토의를 통해 다양한 우리들의 실천방안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로 실천하는 계기

아 문제를 해결할 필

가 되었다.   

요가 있음을 느꼈다
는 소감문을 작성하
였고 우리 또한 그렇
게 느꼈다. 결과적으
로 지구촌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는 의식이 학생들 및
선생님들에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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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각한다. 인근학교와의 연합을 통해 더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다면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먼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리

과 소통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

원들과 그 밖의 친구들 그리고 학교와 협력하며, 비록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활동들이었지만 이를 통해 지구촌 문제 해결을 주도할 인물이 바로 우리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 캠페인을 위한 자료를 제작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하며 동아리 원들 간에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견이 분분해 어

예상 외로 어려웠던 점은 시간 부족이었다.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 우리가

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절충안을 구축

계획했던 플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 해결책을 논의하다,

해 내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지구촌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는 모든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에 꼭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협동이라는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채은)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향을 선택하였고, 결과적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로 선택한 모든 프로젝트들은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반면,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교내 학생들의 적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극적인 협조였다. 기아 사진전에서는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기아문제의 심각

나는 동아리 장으로서 6월 9~11일까지, ‘유네스코 레인보우 세계시민 여행’을

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등 자신의 느낀 점을 담은 소감문을 작성해 주었고, 생

통해 더욱 적극적인 세계시민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 여행에서

명사랑 프로젝트에서도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너도나도 일회용품을 개조한

일상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작은 실천은 에어컨 사용 줄임과 전기 절약이었

화분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씨앗과 흙을 받아갔다. 이런 학생들의 적

다. 여름이면 하루 종일, 심지어는 청소시간에도 켜져 있는 에어컨과 전등을 불

극적인 참여에 우리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필요할 때, 그리고 비교적 선선한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꺼두는 것에 앞장서기

학생들을 비롯하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의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셔

시작했다.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다른 반 반장들에게 불필요한 경우에 에어컨

서 2017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그리고 보람차게 실행할

을 꼭 끌 것을 당부했다. “조금만 참으면 지구가 시원해 질 수 있어”라고 친구

수 있었다.

들을 설득하니, 점차 친구들에게도 절약의식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
께 아침 자습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에어컨을 켜는 대신 선풍기를 틀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거나 창문을 열어 두는 것, 에어컨을 켠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꼭 닫고 적정온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별거 아닌 일이 되었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양치 컵 사용이었다. 양치할 때 양치 컵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여행에서 공동행동을 기획할 시간이 사라

있을 때마다, 양치 컵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

지다 보니, 타 학교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작년과 같이 유

지만, 갈수록 양치 컵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갔다. 물 낭비가 심하던 제 친

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공동행동이나 또 다른 같은 지역 학교와의 협력을 동반

구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물을 꼭 잠그고, 자신의 다른 친구에게

하는 활동을 직접 주도 해주신다면, 유네스코학교들 간의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

그러한 의식을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의 작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

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다줌을 실감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실천들을 해 나갈

로젝트 기획이 가능할 것 같다.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하원)

지역사회는 우리를 비롯한 청소년 세계시민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셨으면 한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다. 특히 경남 지역은 대구, 전북 등 다른

게 해야 할까요?

지역들과는 달리 유네스코학교 연합 및 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 동안, 주로 ‘기아대책 경남 지부’와 함께 협력하였다. ‘기

동이 부족하다. 지역사회가 직접, 앞서 언

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아대책’의 강사님을 초청하여 세계시민 교육을 받고,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캠

급한 연합을 결성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페인을 기획 및 진행하였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과 협력하였기 때문에 더 효

의 세계시민으로의 도약을 함께 도모해

과적인 캠페인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

주셨으면 한다.

을 깨닫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소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역사회 및 단체와의 협력과 함께, 인근학교와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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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으로 한 걸음 더!
학교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159번길 30
지도교사
권현지

학생구성원
문지욱, 김동혁, 이찬미, 이현석, 장재윤, 박혜진
김민경, 허서준, 박민현, 안동준, 정상기, 유광호
최연수, 김태환, 조은혜, 황지윤, 김예솔, 김희선
이승진, 이수민, 김경민, 성민석, 이재욱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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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arth Hour

있나요?

愛人-sci 동아리 부원 모두(16명)가 토요일 귀가 후 학원이나 집 등 각자의 위치

미래의 과학도가 될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이 부족하고, 전

에서 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남겨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제작한

인류적으로 직면한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적어 학생들의 이타적

영상을 愛人-sci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공유하여 과학고의 바쁜 생활로 외부 행사

인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였다. 또한 과학이 “희망”이

나 캠페인 등을 접할 기회가 없는 학교 학생들이 Earth Hour에 대해서 많이 알 수

되기 위해서는 그 과학 기술의 유용성뿐 아니라 그 반면에 숨어 있는 악영향

있도록 하였다.

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이에 대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또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을 위해서 모두를 위

3. 에코노트 제작

한 따뜻한 과학을 지향하는 愛人-SCI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까?“ 라

학교 재활용쓰레기 통에서 종이류 통을 보면 일주일정도만 되더라도 그 통이 꽤

는 고민을 동아리 원들과 나누게 되었다.

많이 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면지를 모아 스프링으로 엮어 만든 노트
를 ‘에코노트’라고 하는데 이 에코노트를 만들어보면서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이점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에 대해 생생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1. 적정 기술을 활용한 기구 제작 및 시연 행사
전교생, 지역민들과 함께 과학전 또는 다른 학교 행사 동안 적정 기술을 이용
한 기구를 직접 생각해보았다.

4. 꿈꾸는 도서관 캠페인
1) 창곽 중고서점 운영
학교 특성 상 줌달의 일반화학, 할리데이(일반물리학), 캠벨 생명과학 등 대학서적
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1학년 2학기부터 수업에 대학서적을 종종 이용하기

544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1학년 때 위의 대학서적들을 구입한다고 보면 된다.

과학전 전시활동 및 체험부스운영

하지만 이 도서들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이에 도서 구매에 많은 부담을 느

4월에 열린 제 50회 과학의 날 및 과학의 달을 기념하고 창원지역민에게 과학

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진도가 워낙 빠르고 공부해야 하는 양에 비에 시간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제2회 창원과학고 과학전’에서 ‘세계시민으로 One Step

모자라 사 놓은 문제집도 풀지 못하고 묵혀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Forward!’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의 약

먼저 졸업생이나 재학생(2, 3학년)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대학서적, 쓰지 않은 문

300명의 참여를 통해 적정기술 소개 및 꿈꾸는 도서관 캠페인 운영소개 및 모

제집,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서적을 비롯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

금활동을 통해 약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하였다.

되는 책들을 기부받았다. 학교 SN S페이지에 모금의 요지를 알리고, 책을 기부
받는다는 글을 올렸다. 책은 연중 상시로 기부받는 중이다. 자율학습실에 기부
받은 도서 목록을 개제하여 도서목록에서 각자가 필요한 책을 신청하면,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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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청자에게 도서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모금을 진행하였다.              

2) 학교 행사 모금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체육대회나 연구 성과 발표회, 과학전 등은 학
부모님들을 비롯한 많은 인원의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한다. 우리는 이런 행사가

Earth Hour 실천
Earth Hour 실천과 동영상 게

있는 날 학교 로비나 대강당 등에 꿈꾸는 도서관 1촌 맺기 캠페인과 愛人-sci,
모금 목적을 포함한 포스터와 피켓과 함께 모금함을 설치하고 외부인과 재학생

시를 통하여 Earth Hour에 대

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 소개와 홍보를 하여 에너
지절약을 통한 지구환경보존
에 기여하였다.

5. 탈핵 Pros & Cons
1) 탈핵 조사 및 탐구활동
동아리원이 모여 탈핵 반대 와 찬성으로 나뉘어 원자력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
하고 이를 마인드 맵 형태로 정리하고 그 다음 활동 시간에 발표한다.

별자리공부방 프로그램

• PPT 발표활동을 마친 후 각자 탈핵노트를 작성한다.

별자리 공부방은 궁극적으로 가난한 캄보디아 끄로압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교

•이
 를 바탕으로 9월달 창원과학고등학교 탈핵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찬성측과

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과학을 중심으로 교

반대측 모두 준비하여 전교생에 탈핵과 관련된 정보를 전하였다.
• 동아리원이 탈핵 찬성여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육이 진행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천문 분야의 별자리를 주로 다룬다. 별자리 공
부방을 위한 학용품들은 학습실에 배치되었고, 바구니에 넣어 사용했다. 사용하
지 않는 학용품은 기부받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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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진행하는 행사의 부스 운영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동아리 수준에서 외부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행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제약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갖추어야 할 소양들이 무엇

이 많을뿐더러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에 우리 학교의

인지 몸소 느끼고 이를 부원들도 함께 알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과정에 있어서

과학전 행사나 박람회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원들과 선생님과 해결방안을 탐구해보고 해결해나

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가는 과정은 정말 재미있기도 하면서 뜻깊었다. 탈핵과 같이 현재의 이슈에 대
해 우리끼리도 토론해 보면서 서로의 의견과 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으며 이후 탈핵관련 뉴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꿈꾸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직접 중고서점을 운영하고 재활용되지 못하는 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교에 찾아오시는 외부 손님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해야

문서적들을 우리가 돈을 절약하면서도 이를 도서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할 일이 있었는데, 초기 목표 금액은 3만 원이었다. 하지만 막상 활동이 시작되

이 뿌듯했고 여러 행사에서 모금행사를 하고 이에 대해 소개하면서 세계시민으

고 꿈꾸는 도서관 일촌 맺기 캠페인과 교육적 평등에 대해 알리면서 참여를 부

로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 2학년 동아리 대표 문지욱 -

탁드렸더니 흔쾌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목표액을 훨씬 뛰어넘는 모금액을 달
성할 수 있었다. 성공 요인은 경험했던 점을 알려드린 것이 공감을 불러일으킨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것 같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특히 많으셨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보디아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적 평등에 대해 말씀드렸기에 상당한 공감을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 많은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과학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이처럼 활동을 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활동하

되었다. 탈핵, 적정기술과 같이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는데 참여 유발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시험 준

평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과학도의 자질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영상

비나 R&E 활동 등으로 인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다.

자료로 제작하여 SNS 등으로 활동을 공유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과학”

각자가 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고 그 활동들에 대해 각자 개개인이 느끼는 무게

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는 “평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과학도”로 성장함과 동

감이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에 동아리 시간을 제외하고

시에 학생들의 변화가 다른 학교와 창원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는 활동을 위해 부원 모두가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신 각자에게 주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행하면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진 일을 틈틈이 자투리 시간에 하고 주 1회 동아리 시간에 전체적인 조율을 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에는 학교의 도움이 컸다. 매년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원과학고 과학전’에는 중학생, 학부모님과 같은 외부 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신다. 신청 동아리에 한해 과학전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

생각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직접소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아쉬웠다.

할 수 있고 애인사이 역시 부스를 신청하여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

다음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의 특징 중 하나인 국제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다. 또

다. 꿈꾸는 도서관 일촌 맺기 캠페인을 비롯하여 평화 열쇠고리 및 배지 만들기

한 학교 특성상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시민 분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냈

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에 대해 좀 더 홍보를 많이

다. 이 과정에서 세계시민의 의식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해주면 좋겠다.

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타 기관에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확성기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 의식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창원과학고등학교 허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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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용호고등학교

UDC 프로젝트
학교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고 29
지도교사
백민정

학생구성원
권윤진, 김경민, 박민주, 류세민, 박예솔, 손민정
류정훈, 이동훈, 박창혁, 진승현, 김성령, 박미주
성연주, 한나연, 박은지, 손보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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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 맞는 문화 의식을 함양할 것이다. 특히 취업, 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오

있나요?

게 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창원은 대규모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아 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 오염을 포함한 환경 오염

셋째, 환경을 주제로 한 활동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큰 목표로 잡고 생활속에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하여 첫째로는 외국인 노동자 관

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바꾸기를 통해 나로부터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할 수

련한 다문화 현상 및 그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 개

있도록 할 것이다.

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둘째로는 우리 학교 및 우리 지역에서 관찰한 환경
오염 실태를 조사해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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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들을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보고자 한다. 셋째, 우리 지역 사회의 고유

우리 학교는 교내 유네스코 동아리(UDC)를 주제별로 네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레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인보우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고자 한다. 매주 금요일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활
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활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모둠별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활동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유네스코학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4개의

첫째, 지역 고유 문화를 주제로 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문화 유

교내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논어, 환경, 인권, 문화·역사라는 주제로 별도의 활동

산을 먼저 공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대

을 할 계획이다.

한 애향심을 기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첫째, 역사 모둠에서는 지역의 고유문화에 관한 활동을 하려고 한다. 우리 지역

지역화과 국제화의 조화를 도모할 것이다.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을 찾아서 견학해보고 수집한 자료들을 홍보자료

둘째, 인권 및 다문화를 주제로 한 활동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과 세계화

로 만들어 학교 및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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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둘째, 국제 사회 및 외교 모둠에서는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

Dream 드림 캠페인-인권, 봉사

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 센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구촌 어려운 이웃에게 배움의 꿈을 전하는 유네

자들과 교류하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공동체

스코 지구촌 교육 나눔 캠페인을 교내에서 진행하였다. 전단지와 같은 시각적

의식을 갖고자 한다. 더불어 구호 물품 제작 및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교내에 부착하였고 각반에 전단지와 저금통을 들고 쉬는 시간

활동도 병행하고자 한다.

마다 찾아가 모금활동을 장려하면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지구

셋째, 환경 동아리에서는 우리 학교 주변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촌 어려운 이웃이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려 캠

친환경 습관의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보고, 일과 중 쉬는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하

페인과 모금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 효과적인 모금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해야 하는지를 동아리 구성원

모둠원들이 분담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서 오염된 지역을 찾아보고 환경 정화

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값진

활동도 하려고 한다.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
로도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 범위를 넓혀 나가면 좋겠
다는 다짐을 했다.

논어 강독-문화·역사
1학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8월 말(3박 4일)에 일본 교류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그 중 하나로 일본 향교를 방문하여 논어의 일부를 읽고 강독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논어의 구절을 나누어서 읽고 뜻을 해석하면서, 공자의
사상이 갖는 의미를 자신의 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다.
논어 강독이 끝나고, 일본 향교의 특징(옻칠을 한 목조 건물, 한국의 서원과 유
사점및 차이점 등)에 대해 익히고, 직접 향교를 청소해보는 시간을 통해 일본 문
화를 접해보았다.

Dream 드림 캠페인-인권, 봉사

위안부 소녀상 설치-역사, 인권
교내 역사 동아리 중심으로 교내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는 행사를 했다. 교직
원 및 학생들을 상대로 성금을 모금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문, 역사적 기록 분석,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사건 연표 정리 등의 활동을 통
해 사전 활동을 했고, 8월 27일에 소녀상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 교내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 675,425원의 성금을 모아서, 60만 원은 소녀상 건립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의 기억 재단에 기부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과,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위안
부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의 의미를 가져보고자 했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역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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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데이 행사-인권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무비데이 행사로 ‘할머니는 1학년’이라는 영화를 감상

사를 실시했다. 일본 자매 학교인 와케시즈타니 고등학교가 주최하는 영어 캠프

하였다. 영화를 보면서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Dream 드림 캠페인’이 떠올랐고

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논어, 문화·역사, 환경,

그 캠페인이 지구촌 교육 나눔

인권 모둠별로 준비해 간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 학생 및 선생님들과 나라별 문

캠페인이라는 것과 문맹인 할

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로 우리 나라 전통 게임 소개하기, 우

머니가 죽은 아들이 남긴 편지

리 학교 학생들의 생활 소개하기, 우리 지역의 유명한 곳 소개하기 등을 통해 다

를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운다는

양한 국적 사람들과 친교를 쌓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학생 개별

‘할머니는 1학년’의 전체적인 내

적으로는 SNS도 교환하고 외국어를 구사해 보는 경험도 해보는 계기였다.   

용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니 교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우리 나라 문화 소개-문화
1학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8월 말(3박 4일)에 일본 교류 체험 행

육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또한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
생에 얼마나 값진 선물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유네스코 동아리 홍보 팜플릿 제작 활동
총 4가지 부분(역사, 국제사회, 영어, 외교)으로 나누어 동아리시간에 팜플릿 제
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역사 모둠’은 창원 지역의 고유문화를 주제로 삼아 현충

폐전지 수집 활동-환경

일과 관련지어 창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조형물인 충혼탑에 대해 글을 작성했

교내 유네스코 자율동아리 중 환경 동아리의 활동으로 주변에 버려진 폐건전지

고, ‘국제사회 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를 주제로 삼아

수집 활동을 생각했다. 폐건전지의 분리 수거가 잘 된다면 토양 오염 및 수질

최근에 일어났던 테러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영어 모둠’은 대한민국을 잘 모르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활동을 계획했다. 동아리 구성원들이 정

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를 추천하는 글을 작

기적으로 모여 교내에서 건전지 수집을 위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반별 수거 독

성하였고 ‘외교 모둠’은 우리나라가 외교계가 신중을 기해야 할 주제인 북핵문

려를 위한 게시물을 만들었다. 그런데 참여가 저조하여 개인별 페이스북에 올려

제에 대해 다루었다. 각 조에 알맞은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글을 작성하면서 동

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추가로 했다. 6월부터 11월까지 모은 폐

아리 구성원들의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건전기를 관할 지자체에 보내어 재활용 되는 데 기여했다.

이면지를 활용한 재활용 노트 제작-환경
유네스코 자율 동아리 중 환경 동아리의 활동으로 학교에 버려지는 이면지들을
모아 노트로 만들고 주변 학생들에 배부하는 활동을 했다. 교무실, 행정실 등을
돌며 이면지를 수거하고 점심 시간등
을 활용하여 이면지 노트를 만들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과 물
자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알
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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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학교 공식 SNS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SNS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내용을 알려주고 참여를 독려하는 말을 한다면 면

논어 동아리의 경우, 정기적으로 논어를 강독하고 의미를 익히는 활동을 통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할 것이다. 또

고전이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잘 접하지

한,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두발로 다니는 것은 범위에 한계가

않는 고전에 대해 친근감을 갖게 되고 다른 고전과 전통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

있다. 하지만 SNS로 한다면 범위에 한계가 없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지역과도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통이 가능하다.

환경 동아리의 활동을 통해 우리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 절약 방법에 대해 고민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경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험을 가졌다. 자기 주변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바꾸고 여러 가지 환경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져보았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인권 동아리의 활동을 통해 우리 생활속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생

교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각 영역(논어, 문화역사, 인권, 환경)별로 다양한 영

각해보고 우리 주변, 지역 사회, 국가, 세계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사

역을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활동한 것이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학

례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인권의 소중함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의견을

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율 동아리를 나누고 활동하다 보니, 좀 더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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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학생이나 지역 주민의 주변에서 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천할 수 있는 인권, 환경, 문화·역사 관련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렇게 했던 이

유네스코의 활동 영역은 다양하다. 학교마다 주어진 조건이 다르고, 구성원들의

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해 나가

생각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자는 의도였다. 다수의 학생들과 학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인권, 다문화. 환경,

부담감과 막연함을 느꼈다. 그래서 처음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구체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인식이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

적인 계획보다는 전체 밑그림만 그리게 되었다. 그러나 교내 동아리 및 자율 동

다. 학교 구성원들의 환경 개선 의지가 늘어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리 중심으로 각 동아리별 주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고전의 분석을 통해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려는 노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동아리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활동에

다양한 고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더욱 활발한 활동에 대한 의지도 갖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운영해 본 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맞게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좋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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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생각이 든다. 계획부터 활동까지 학생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학생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게 해야 할까요?

인근 학교들과 주제가 같은 동아리들끼리 연합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활동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레인보우

의미와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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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당고등학교

신세계 (신당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 2길 35
지도교사
김지현, 박성준

학생구성원
최성운, 최수지, 한승희, 박서녕, 원예림, 이슬기, 유인영
안선재, 최영범, 권상아, 오지원, 이하늘, 이희원, 신예은
이현민, 이호빈, 황민영, 최현지, 남영욱, 양태훈, 이승우
한지민, 배수종, 이가은, 백재윤, 손예정, 장예지, 김지연
윤주희, 정연수, 최주연, 한혜민, 김민지, 김서경, 박혜진
양나래, 이유진, 조정연, 최철웅, 김준영, 박선미, 정한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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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와 학교 주변의 쓰레기 및 담배꽁초를 치우면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관심사, 문제들을 포스트잇에다 적고, 이러한 문제들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또한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

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각 각의 팀을 나누어 문제점들과 그 문제에 대한

끼고, 환경정화를 위해 작은 행동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둘째, 행복

해결방안들을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1년 동안에 다양한 캠페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른 공경 행사, ‘한일 역사 갈등을 넘어서’ 프로젝트

인 활동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삶, 우리 학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작은 어려운
일들이 큰틀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작은 틀에서 하나하나씩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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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 교내 및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한 등굣길 환경정화 활동

줄 수 있고, 좀 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른 공경 행사
• ‘한일 역사 갈등을 넘어서’ 프로젝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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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등교길 환경정화 캠페인

지역사회 어른 공경 행사

교내 및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아침등교시간에 쓰레기 및 담배꽁초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학교 주변에 위치한 경로당 및 노인회관의 어르신들을 학

줍는 활동을 하였다. 조를 편성하고 각자 역할을 나눈 뒤 동아리원이 모두 어떻

교에 초청하여 식사대접, 카네

게 쓰레기를 주워야 효율적일지 활발히 이야기하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부족

이션 수여식, 손 마사지, 안마,

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을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좋은 대안을 찾아냈다.

노래자랑 등 행사를 진행하였

몇 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많은 선생님들과 주민분들의 감사 인사에 다들 뿌듯

다. 이를 통해 어른에 대한 공

해 하였다.

경심을 길렀고, 행복한 지역사
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간 화합의 중요성을
느꼈다.

한일 역사 갈등을 넘어서
서울에 위치한 독도체험관과 광주에 위치한 위안부 역사관에 방문하여 한일 역
사 갈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으로서 우
리 학교 학생들에게 배운 것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듣고 공부했으며 이 문제들
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이해 캠페인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신당 유네스코는 장애인 이해 부스를 운영하였다. 직접 장
애 체험을 해봄으로써 장애인을 더 이해하고, 다른 친구들의 체험을 도와주며
사람들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안부 재협상 캠페인
학교 친구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열심히 설명
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게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편지를 쓰는 자
리도 마련하였다. 이 활동으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슬픔을 되새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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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학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한

한일 역사갈등을 넘어서 프로젝트를 하며, 독도체험관과 위안부를 방문하였다.

일 갈등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등 지난 1년간 많은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도 있

그리고,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결과물을 제작했다. 결과물을 제작을 부원들 모

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생들 모두 많은 것을 배우고 봉사하는 과정에

두가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연스레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가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세계시민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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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내년에도 이러한 활동이 쭉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동아리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활동을 할 때, 활동을 거듭할수록 친구들
과 선생님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실감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도 물품과 재능기부를 흔쾌히 해주시고 친구들도 캠페
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특히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에는 주민분들이 격려와 칭찬을 해주셔서 더 열
심히 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
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
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주변에 있는 경로당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카네이
션을 달아드리고 손 마사지를 해드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
기 위해서는 SNS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이스
북의 페이지를 이용하여 우리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소통할 것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퍼즐 조각이다.”
작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모여 커다란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청소년 세계시민이 한 명씩 모여서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천안신당고등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못이다.”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못처럼,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청소년 세계시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천안신당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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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고등학교

청명에 피어나는 인권과 다문화
학교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6-1
지도교사
박준범, 김현아

학생구성원
전예진, 송희진, 박정환, 박주영, 이우식, 정혜경, 허민영
김가람, 서은서, 이지현, 김미솔, 최지민, 안소연, 이예진
성준영, 이원근, 김윤호, 채수민, 최한준, 황성재, 박정아
서소연, 안민정, 오예람, 임유진, 차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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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전문가팀

수원에는 약 37,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수원에는 대학

(1) 캠페인 활동

교와 삼성전자라는 다국적 기업이 입지하고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과 근로

• 피켓 준비, 다문화 관련 퀴즈 준비

자, 연구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국

•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다문화 가정의 권리, 재한 외국인의 권리, 새터

적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외

민의 권리’ 각 조별로 하나씩 담당하여 캠페인 활동 후 보고서 작성

국인들이 익숙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인권에 대

(2) 다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한 관심이 적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은 프로젝트와 긴밀하게 연결

•청
 명고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 조사 후 다문화 관련 지

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며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역시 매우 클 것이다.

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활동실시
(3) 다문화 관련 영화 시청
• 다문화 영화를 보고 난 후 감상문 쓰기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4) 다문화 신문 발행

한국인들은 한민족, 즉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유

• 1학기 1회 발행을 목표로 각 조별로 역할 분담해서 진행

교사상과 효 사상을 배워온 국가이다. 따라서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취재 기자, 그림, 편집, 기사 작성 등)

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외국인과 다문화

(5) 다문화 관련 표어 및 삼행시, 포스터 공모전

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공유하며 함께

• 다문화 관련 주제로 1, 2 학년 대상 실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권과 다문화에 대

(6) 동아리 발표 대회

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다
 문화와 인권에 대한 사진 및 그림 전시, 세계 음식 바자회 및 퀴즈, 수익금 모
두 관련 단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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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문화 관련 토론 대회 개최

‘아동인권침해’ 캠페인

•다
 문화에 관한 다양한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7월 12일 교내 아동교육 동아리인 ‘앙팡’과 함께 교내에서 ‘아동인권침해’ 관련 캠

생각함

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아동 인권 침해 사례와 해결방법 등을 알게
되었다. 아동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음을

2. 인권 전문가팀

느꼈고 연합활동을 통해 다른 동아리와 소통할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다.

(1) 인권 캠페인 활동
• 피켓 준비, 인권 관련 퀴즈 준비
(2) 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
• 교내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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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3) 인권 관련 토론 대회 개최
•인
 권에 관한 다양한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생
각함
(4) 인권 관련 영화 시청
• 인권 영화를 보고 난 후 감상문 쓰기
(5) 동아리 발표 대회
•다
 문화와 인권에 대한 사진 및 그림 전시. 세계 음식 바자회 및 퀴즈. 수익금
모두 관련 단체 기부
(6) 유아교육 동아리인 ‘앙팡’과 연합하여 인권 중 아동인권을 주제로 캠페인
진행
(7) 교내 봉사 동아리인 ‘YMCA’와 연합하여 인권 중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캠
페인 진행

‘일본군위안부’ 캠페인
8월 16일 교내 봉사동아리 ‘YMCA’와 함께 교내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캠페인
을 진행하였다. 최근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주제로 캠페인을 하여 이 문제에 대
한 심각성을 느꼈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위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주제였는데
연합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인권’, ‘다문화’ 캠페인
‘인권’, ‘다문화’ 캠페인

10월 18일 교내 ‘인권’, ‘다문화’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각각 인권 조, 다문
화 조로 나누어 ‘아동인권, 교권’, ‘다문화 차별, 다문화인식’에 관한 피켓 제작
후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학교 친구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제
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친구들에게 새롭게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교외 ‘인권’, ‘다문화’ 캠페인을 위한 설문조사
10월 29일 교외 ‘인권’, ‘다문화’ 캠페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순히
교내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교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설문조사가 더욱 새로웠고 여러 사람
교외 인권, 다문화 캠페인을 위한 설문조사

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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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내 봉사 동아리인 ’YMCA’와 연합하여 일본군 위안부에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항과 이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낯섬과 거부감으

를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로 인해 다문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였던 1년 전의 나에 비해 다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적극적

화 사회에 발 맞추어 그들을 마주하는 것에 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먼저 거리낌 없이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않도록 노력해왔다.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해 주실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시민화 가운데 우리에게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는 사라져가고 있고,

또한 시대와 유행에 맞춰 활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참여를

그 만큼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는 단일 의식

해 주실 것 같다.

보다는 다문화 사회에 맞추어 모두가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 주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의 인권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여 친구들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 나가고 있다.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인권 관련 아동 인권 침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여려웠던 점은 우리가 교내에서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동아리시간에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이다. 교내 학생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들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아리원들의 모습을 보고 피켓을 한 번 흘끔 볼 뿐 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변화가 선

반응과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학생인권침해 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주변에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많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반응과 관심을 보이

로 교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선생님께서 긍

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동아리원들이 좀 더 적극

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셨고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다.

적으로 다가가서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문화 관련

또 설문지와 피켓 내용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상의하며 잘못된 인식들

일본군 위안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어서 성

을 알고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지게 되었다.

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동아리원

그리고 교외 설문조사 캠페인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

들이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주어서 관심을 끌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

고 인식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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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우리 청명고등학교 유네스코에서는 교내 유아교육 동아리인 ‘앙팡’과 연합하여

주변 사람들이나 선생님, 친구들, 지역사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아동인권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아동의 인권침해

주제나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 관심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사례, 해결방안 등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내 다른 동아리와 소통을 할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무지개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청명고등학교 전예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믹서기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청명고등학교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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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고등학교

함께하며 피어나는 꽃, 청원고등학교 유네스코!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5길 9
지도교사
송정윤, 이창용

학생구성원
이인혜, 정수민, 정윤지, 유다은, 성은제, 김다혜, 조영지
정광호, 김모세, 최지혁, 한재석, 권 현, 조은서(죽)
조은서(매), 이다은, 권진영, 정유진, 임수민, 한석화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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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과 학생들이 보기에 접하기 어렵고 나서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 쉽게 접할

있나요?

수 있는 급식 잔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 주변 ‘구룡지’에 명언이 적힌 게시물

평소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등 세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설치 및 환경 정화 등의 지역 사회 관련 활동으로 범주를 넓혀가는 활동을 진행

있던 학생들이 모여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

하였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시민의 자세를 함양하는데 있어, 더 쉽게 나아

걸음을 보태서, 더 나은 학교, 지역, 나라, 세계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프로젝

갈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청원 유네스코가 앞장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

트를 진행하였다. 먼저 주위에 만연하지만 무심코 지나갔던 우리 삶 속 작은

하였다.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 지역 등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유네스코 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바탕으로 작은 변화가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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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될 수 있도록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이는 학교, 지역 등으로 나누어 보

• 작은 활동부터 꾸준히 노력하는 활동을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는 것이 아닌,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로의

•유
 네스코 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까지 다양한 사람

개선을 바라 볼 수 있는 활동이 되었다.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발전하는 활동을 실천하겠다.
•유
 네스코 정신이 ‘나’를 넘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까지 나아갈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수 있도록 작은 활동부터 큰 활동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유네스코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의 긍정적 취지와 프로젝트가 학교 내에서
만 국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전교생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사람들의 인
식을 개선하여, 세계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
하고 실천하였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은 ‘세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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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문제제기)

성을 알리고, 급식의 잔반을 줄이기 위하여 급식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한 자리에 모여, 7가지

진행하였다. 전교생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있는 캠페인이었

주제 중 핵심 주제로 선정한 인권, 다문화, 지역고유문화, 환경을 가지고 원인과

으며 환경을 푸르게 지키기 위해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

결과 나무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여, 세계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는

았다.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어, 어
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잡을

물 절약, 절전 캠페인 실시(환경)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물과 전기 낭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존에 있던 물 절약 포스터와 전기 절약
포스터를 새로 제작하여 각 층 화장실과 반에 부착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 문제에 생각하고, 절
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원들끼리 어
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절약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

청원고 학생들과 함께한 축제 ‘천연비누제작’ 및 ‘세계 과자 체험’
(환경, 다문화)
지난 2017년 7월 19~21일까지 청심축전이 이루어졌다. 많은 동아리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많은 친구들이 축제에 참여하였다. ‘유네스코’동아리에서는 환경문제
에 대해 제고하고 다문화에 더욱 쉽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비누 만

팀 프로젝트 활동(기반 다지기)

들기’와 ‘세계 과자 체험’을 진행했다.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은 시중에 판매

4가지 핵심주제에서 파생된 활동들을 각 주제당 1활동 이상 포함해 4팀으로 나

되고 있는 비누의 화학성분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

뉘어었다. 각자 자신이 가장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팀에 참여 후, 계획, 동

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직접 향과 효능을 고르고 부원들과 직접 비누를 만들

아리 부원과 함께 토의 등 활

게 되었는데, 비누를 사서 쓰는 것보다는 힘들었지만 직접 비누를 만들면서 비

동을 주관하여 더 효율적으

누를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조금만 시간을 들인다면 환경

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각 주제에 대해 더 심층적으

‘세계 과자 체험’에서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

로 다룰 수 있고, 자신의 역량

험이었다. 많은 문화권들이 가장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음식’인 만큼 세계의

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간식을 체험해봄으로써 각 나라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맛만 보고 어떤 나라의 간식인지 맞춰가면서 그 나라에 대한 특징을 더욱 쉽고
재미 있게 배울 수 있었다. 과자도 먹고, 여러 문화에 대해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급식잔반 줄이기 활동 ‘고등 잔반’(환경)
5~11월 매주 수요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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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아름다운 변화, “도시공원 입양 활동”(환경)

가난과 배고픔 앞에서 꿈을 읽고 쓰레기 더미와 공장으로 내몰리는 전 세계의

우리 학교 뒤편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룡지와 산책로가 있다.

아이들을 위해 미래관(강당)에 모여, 1, 2학년 학생들과 교육영상을 시청하며 현

이 공원의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한다면 학생들에게도, 우리 지역에도 좋은 영향

재 아동노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꿈찌 만들기를 통해 그들과 공감하려고

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청주시의 도시공원 입양사업에 참여했다. 어떻게 공

노력하였다. 또 아동노동반대포스터중 일부 작품을 선정 후, 갤러리 활동을 통

원을 가꿔 나갈지 팀원들과 함께 활동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쓰레기를 줍고

하여 포스터를 그리고 교내에 전시하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아동노동반대에

산책로 울타리에 다양한 명언 글귀를 다는 활동을 했다.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

대해 알렸다. 국제교류부의 도움을 통해 더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고, 친구들의

았을 때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워진 공원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산책을 하시던

높은 참여율로 많은 친구들에게 아동노동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함께 고민할

주민 분들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뿌듯했다.

또한 전부터 구룡지를 관리해오던 시설관리자 분께서도 명언 다는 활동과 간단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아동노동 근절 캠페인 “꿈찌 프로젝트”(인권)

한 청소 활동이 구룡지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라며,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등, 유네스
코 동아리 활동을 동아리 내
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
지 확대할 수 있었다. 시간상
지속적으로 오래 공원입양 활
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인권 관련 영상 시청 후 인권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활동(인권)
- “아이캔스피크”에서 찾아 보는 인권 문제

가까운 청주시내에서 찾는 지역문화와 역사,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물하며 흥

(지역문화)

행에 성공한 “아이캔스피크”를 보고 영화 속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지역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청주만의 역

에서 찾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다루어

사문화를 바탕으로 청주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주야

보았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소재를 통해 국

행 밤드리 노니다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밤드리 노니다가”에서는

민, 또는 전세계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지만 청

‘6080 성안길 청춘의 거리 퍼포먼스’, 압각수 앞 ‘나무가 전해주는 이야기’ 등

구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범된 장면을

스토리텔링콘텐츠를 도심거리에서 체험하였고, 용두사지 철당간부터 충청도병

통해 우리나라 내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

마절도사영문까지 다양한 문화재들을 견학하였다, 이번 문화 탐방을 바탕으로,

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깨닫고 나와 관련

청주 지역의 무관심했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으며, 지역문

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최

화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환경도 보호하고 피부 건강도 지키는 ‘친환경 비누 제작 및 기부활동’(환경)
녹차, 딸기, 토마토, 곡물 등 천연재료를 주재료로 하는 친환경 비누를 제작하고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였다. 기
존의 합성 비누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많아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
가 제작한 친환경 비누는 천연재료를 사용해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비누를 제작하면서 그
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비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
시 생각해보며 환경을 보호해
야 한다는 인식을 기를 수 있
어 앞으로 환경보호에 더 많
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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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함을 깨닫게 되었다. 350여 개가 넘는 1, 2학년 학생들의 신청을 통해 다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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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뤄내는 환경보호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뿌듯했던 활동이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또한,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학교와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인 만큼, 부장

가 직접 도울 수 있어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기부활동

을 맡아 동아리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다. 동아리 내에서의 작은 활동들로부

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터 시작해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다함께 발전해 나가는, 우리 학교 학생들
에게 유네스코 활동들을 통해 ‘세계시민’의 마음가짐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을

유네스코 주간 알리미(다문화, 지역문화, 활동 홍보, 환경, 인권)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부터 시작해, 활동

9월부터 12월까지 2주에 한 번씩 2~3명의 부원들끼리 팀을 나누어 청원고 학생

들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세계시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넓은 시야

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각층 복도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유네스코 주간 알리미를

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양한 측면에

진행하였다. ‘자원순환의 날’,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세계 차 없는 날 [Car-

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의를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그 일에

Free Day]’, ‘세계 인권의 날’, ‘문화의 날’, ‘지방자치의 날’ 과 같이 유네스코의 7

만 집중하는 좁은 시야로 바라보던 행동들이, 더 넓은 시야로 세계시민의 마음

가지 이념에 관련된 이 달의 주요 기념일을 홍보하고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진

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작년에는 주어진 활

행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직접

동을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였다면, 올해에는 다양한 문제들 각각에 대해

각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세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

조사하고 자료를 재구성하며

려면 어떠한 방안이 효과적일까? 와 같이 생각하는 등 깊고 넓은 시각을 가지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얻었

게 되었다는 점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이 아닐까 싶다.

고 청원고의 모든 학생들이 인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알고만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작은 노력들을 통해

권, 환경, 평화, 지역문화 등에

지역사회,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함

대한 기본 소양과 상식을 쌓을

께’의 힘을 다시금 깨닫고 누군가 하겠지 하며 생각만 길게 하던 행동들이, 실

수 있도록 하였다.

천으로써 내가 먼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태도로 바뀌어 조금씩
이를 길러나가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의 변화에도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던 뜻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SNS(페이스북 홍보 활동)(기타)

깊은 프로젝트였다.

SNS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용량이 굉장하다. 청
원고등학교 유네스코는 보다 의미 있고, 세계시민의식을 넓히기 위해 SNS를 적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만이 공유하고 있는 활동이 아닌, 모두에게 공유할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수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유네스코가 활동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며

사진들과 활동 내용을 청원고등학교 유네스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 친구들

학교 내에 인식 개선과 실제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남는

과 공유하고, 좋은 활동이 있으면 유네스코 부원이 아니더라도 참가할 수 있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급식 잔반 줄이기 활동 ‘고등잔반’은 학

록 하였다. 더 넓은 의미의 활

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함께 해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일주일에

동과 적극적인 홍보로 자신만

단 하루였지만 수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서로에게 “오늘 급식 잔반하는 날이야!

이 발전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

최대한 남기지 마!”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선생님들은 오늘이 급식 잔반을 하

들과 더불어 나아가는 시간을

는 날인지 물어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나아가서는 수요일만이 아니라 다

가질 수 있었다.

른 날에도 조금씩 의식하며 잔반을 줄이려 노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반 개개인이 아니라 한 반이라는 이름 아래에 소속되어 같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환경에 대한 우리의 무심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

헌 옷, 헌 신발, 공 CD 등 기부 활동(환경)

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며, 우리의 작은 활동들이 주위 친구들부터 시작하여,

동아리 CEO’S, 000와 함께, 수능 이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선생님, 지역사회 등의 협력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원동력이 된다

집에서 잘 안 입는 옷과 같은 물건들을 모아 기부함으로써, 물건을 더욱 효율적

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의미있는 프로젝트였다.

으로 사용하여 환경도 보호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는 활동이
었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도 할 수 있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세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시민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더 뿌듯했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중 지역 고유문화 이해를 위한 ‘청주 밤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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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과 일부 선생님들까지 세계시민의 태도를 갖고 아동노동문제에 관
심을 보였고 개인시간을 투자해 꿈찌 만들기에 참여해 주었다. 또한, 많은 학생

거의 숨결이 살아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통해 지역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소

들이 포스터를 그려주어서 복도 한쪽에 전시도 하게 되었다. 그 성공요인은 학

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들이 세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었던 마음과 동아리부원들의 적극

우리 지역의 문화재 속에 숨은 깊은 뜻을 지역 시민들과 함께 직접 걸어서 찾

적인 활동주도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프로젝트는 환경보

아보며 다시 한 번 새기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

호와 건강보호의 기능을 가진 천연비누를 직접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판매했던

고, 역사를 통해 소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역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나

프로젝트였다. 천연비누 만드는 과정이 생소했고 필요한 도구를 학교에서 구하

아가 우리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 힘들었다는 점이 일단 문제가 되었다. 또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량을 맞

또, 페이스북 페이지 ‘청원 유네스코’를 운영하면서 SNS를 즐겨 사용하는 청소

추기 힘들었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조원들끼리 여러 가지 해결방

년들에게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었고, 청소년뿐

안을 내고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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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다’ 참여 및 우리 지역의 문화재 체험 진행 활동에서 용두사지 철당간, 흥선
대원군 척화비, 충청북도청 본관, 구 충북산업장려관 등을 직접 견학하면서 과

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청원 유네스코’ 페이지의 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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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우리 동아리의 활동은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캠페인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프로젝트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전체의 성패를 갈랐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학기 초,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위해 꽤 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을 홍보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후배들이 새

그리고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했는데 계획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

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목적과 내용, 캠페인 이후의 활동 등에 대해 자세

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Good action 꿈찌’ 활동이었다. ‘Good action 꿈찌’ 활

하게, 반복적으로 학교에 알리고 시작하기를 권하고 싶다. 또한 활동에 있어 시

동은 세계아동 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아동노동착취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는 취

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다. 학교에서 주어진 정규 동아리

지에서 시작했다. 원래 동아리 내에서만 간단하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조회시

시간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게 근본적인

간에 전교생한테 소개하고 활동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굿네이버스에 부탁해 1, 2

이유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시간의 절반이상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학년 480여 명이 만들 수 있는 꿈찌 키트와 포스터를 받았다. 처음에 동아리원

이 많은 만큼, 실수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세우기와 부족한 점을 보완하

들은 꿈찌 만들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할 것이고 조회시간에 시청하는

고, 다음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정리에 쓰였다. 활동과 실천 중심의 동아리

아동노동착취 근절 동영상에도 관심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활동을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오작교이다.”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길이 오작교 이듯이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청원고등학교 한석화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작은 거인이다.”
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보이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오히려 학생이기에 같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나 인권보호 등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더욱 좋았다.
비록 작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청원고등학교 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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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등학교

세계를 위해 내딛는 한걸음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79
지도교사
윤혜정, 김현지

학생구성원
한승헌, 이준서, 송준영, 이지민, 손건희, 박유빈, 이동현
이승오, 이찬영, 박세웅, 전현수, 김태완, 조근천, 김필준
전재욱, 유영석, 신호태희, 정현빈, 송상준

협력파트너 : 충청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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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실(CCAP) (미국, 일본, 중국)을 통한 타문화 이해하기

세계화시대에 발맞춘 청주고등학교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 답사하기

과정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 꽃피는 청주시와 더불어 우리의 아름다운

• 유네스코학교 드림 Dream 희망나눔 가게 운영 수익금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참여
• 독도 탐방을 통한 우리 독도 바로 알기 캠페인 전개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 ‘꽃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 - ‘국화동산 및 화분 가꾸기’참여

우리학교가 유네스코학교임을 명심하며 유네스코 이념에 맞춰, 학교친구들이

• 유네스코 이념 구현을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실시

타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며, 동아시아문화 도시 청주시민으로서 타

•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

문화출신 사람들에게 배려심 있게 행동하고 우리지역에 대해 바로 알아 자긍

• 자매결연학교 학생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 및 지역 소개하기

심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한 나눔 활동을 생
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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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3관왕 제주도 보고대회

교내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4월 수학여행에서는 현장체

7월 19일, 유네스코 이념 구현을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열렸다. 올해는

험학습 중 유네스코 지정 제

다문화와 환경을 주제로 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

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

하는 계기를 가졌다. 많은 학

물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한

생들이 포스터를 그리거나 원

후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사

고를 작성하여 영어로 발표하

진, UCC,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

각자가 즐긴 제주도를 공유할

하였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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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DREAM 드림희망나눔가게 운영
2학기 축제기간에 유네스코 동아리는 희망나눔가게를 운영하였다. 와플과 아이
스티를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였다.

학교환경개선 벽화그리기 프로젝트
5월부터 7월까지 동아리,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유네스코, 아트아리움 미술
동아리, 인문학 우리다움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후관 뒤편, 자전거 거치대 등
에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실
시했다. 낡은 학교 벽에 학생
정서에 맞는 그림과 유네스코
마크를 그려 밝고 깨끗한 환
경 조성에 기여했고 유네스코
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
했다.

외교부 학교방문 특강
7월 13일 “외교, 외교관, 외교부” 제하외교의 개념, 외교관의 역할 및 외교부 업

문해무비(無非) 데이

무 등에 대해 소개하는 특강이 열렸다. 전문직업인 외교관(국제관계대사)의 생생

9월 13일 아프리카 케냐의 84세 초등학생의 감동실화를 다룬 영화 퍼스트 그레

한 체험담을 듣고 후기를 작성하여 의미 있는 진로교육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더를 감상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해의 날 기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울릉도 독도 탐방 프로젝트

만들기를 실시하여 문해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였다.

드림희망나눔카페 운영활동으로 팝콘을 판매하고 메시지보드 작성, 지장나무

7월 실시된 나라사랑 울릉도 독도 탐방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
을 제고시키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갖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보고서와 UCC를 제작하여 보고 느낀 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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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 다음해에는 공동행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세계시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프로젝트를 알리고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세계시민여행에서 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연락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

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을 수 있었다. 드림희망나눔가게를 운영하여 유네스코에 기부를 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고, 우리의 작은 수고가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것을 새삼 느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전하고 기부활동에도 관심이 생겼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벽화그리기는 벽에 큰 그림을 페인트로 그리다보니 완성작이 생각보다 쉽게 나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오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내의 미술동아리들과 연합하여 활동을 했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2017년의 새로운 프로젝트였던 학교벽화그리기를 통해 우리들이 학교를 아름

고 결과문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드림희망나눔가게에서 와플과 아이스티를 판

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뿌듯했다. 이렇게 학교 담벼

매할 때, 유네스코 팀원들이 순번과 역할을 정해 번갈아가며 수행하여 다소 불

락을 정이 넘치게 바꿔놓으니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편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판매를 마칠 수 있었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해무비데이 활동은 평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
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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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학교 간 네트워크 또는 세계시민여행

게 해야 할까요?

과 같은 어울림을 통해 학교 간 활동 공유를 하여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

다른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 세계시민여행을 다녀오고 연결망을

기를 바란다. 또 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주고, 관련

구축하여,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공유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레인보우

강연이나 문화수업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눔이다.”
세계시민이 서로 나눔을 실천하면 더 나은 세계로 한걸음 내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고등학교 한승헌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봉사이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배려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청주고등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야 진정한 청소년 세계시민이기 때문이다.
청주고등학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행복이다.”
세계시민의 틀 속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청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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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어고등학교

Never do nothing!
외국어로 읽어주는 세계 동화/모의 유엔/알파고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장구봉로 107
지도교사
남운정

학생구성원
장예원, 변정원, 홍순채, 홍세영, 김하은, 유미르, 김채영
오하영, 이우영, 강하람, 여세빈, 신수현, 박정민, 장예원
구본경, 변정원, 박상은, 신유진, 우지현, 유화연, 장윤서
조영설, 황하진

협력파트너 : 청주기적의 도서관, 청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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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알리자’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많이 알아야 변화가 생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자 하였다.
• ‘나부터’이다. 나부터 실천해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더 잘 실천할 수 있고 어떤

외국어고등학교로서 각 학급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 혹은

점이 어려웠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종이 다른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잘 알아야 옆의 사람들에게도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빈도가 빈번한 미세먼지는 건강을 위협하며, 일본발 원자력 해양
오염은 한국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함께’이다. 비록 처음 시작은 나부터일지라도, 우리 유네스코 부원들이 함께 하
면 힘든 일도 작은 일로 쪼개서 같이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
 교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도록 격
려하고 싶었다.
•학
 교에서부터 다양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면, 친구들의 다양성도 인
정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바
 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붙어 있는데 동생들이 안전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우
 리나라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화재 보호에 기여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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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레인보우’ 인권 캠페인

에코노트 제작

작년 12월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에 대한 토론과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첫

교내 축제인 ‘한끼 기부, 한톨

번째 프로젝트로 교내 인권알리기 캠페인을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세계인권의

나눔’의 일환으로 에코노트

날, 범죄자, 장애인, 난민, 아동, 여성인권을 테마로 5개 조별 조사 및 보고활동

를 제작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후 교내 등교시간에 5일간 5개조로 캠페인 활동과 설문조사활동을 펼쳤다.

‘한톨 나눔’ 단체에 기부함.
동시에 유네스코의 설립 취지
와 활동 범위 등을 널리 알리
는 홍보활동을 동시에 진행하
였다.

청주기적의도서관 ‘외국어로 읽어주는 세계동화’
7개 언어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동화를 읽
어주고 어린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다문화 체
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활동하며, 이를 통해 수업시
간에 갈고 닦은 외국어 재능을 기부한다.

‘레인보우’ 인권 백서 제작
전공어 별로 8개국의 인권 정책에 대한 기사를 찾아 발표하고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고 각 나라별 기사
스크랩(독일 난민정책, 미국
여성인권, 일본의 범죄자 인권

‘알파고’ 프로젝트

등)과 학생들 각자의 생각 및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청소년 봉사자양성과 지역에 학생의

소감을 함께 정리하여, 무지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우리안전! 내가 알파고! (알고 파고 행동하기). 사

7가지 색에 맞추어 한 권의 책

회복지사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매주 오셔서 학생들에게 1학기동안 봉사자양

으로 정리하여 간직하였다.

성교육을 해주시고, 2학기에는 학생들 스스로 아동안전프로젝트를 실천하였다.

유네스코문화유산답사 -경복궁
교내 역사 동아리와 함께 유네스코문화유산인 경복궁을 답사하였다. 사전활동
으로 경복궁의 역사와 그 안에 있는 역사적 의미들을 함께 조사하였다. 답사 당
일에는 함께 동행하신 교내 역사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
들을 설명하고 발표하였다.

교내 모의 유엔
교내에 Agenda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기술 개발 원조에 대한 국제협력)를 홍
보하고 각국의 대표단을 모집
하고, 3차에 거친 치열한 예선
과정을 통해 각국 대표단과
통역사를 선발하였다. 교내 전
체 교사들이 합창으로 축하공
연을 하셨고, 사후 행사로 국
제이슈 골든벨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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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환
 경과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교내 캠페인을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진행하였고, 청주 신흥고 유네스코 동아리와 협력하여 환경 프로젝트를 공유

•유
 네스코 동아리 부장으로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다문화에 대

하였다.

해 포용적이고 한 번 더 배려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나
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평
 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인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성장한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
 아, 난민, 인권, 환경 등을 주제로 서부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분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역 아동 인권 알리기 및 지키기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진행하
고 있다.
•청
 주기적의 도서관에서 매주 주말마다 외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각국의

•인
 권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의견 또한 수립할 수 있었던

전통인형 만들기, 노래, 춤 등을 가르쳐주고 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들을 통해 사회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세계
시민의 자세를 키울 수 있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가
 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세계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
이 늘어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쌓여 지인들과의 대화
혹은 그 문화유산을 다시 방문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
 소에 관심 있던 인권에 대해 조금 더 성장한 의식을 가지고 가족들 혹은
친구들 또한 인권에 대해 더 나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
었다.

•환
 경이라는 주제로 축제 때 에코노트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데, 예상 외로
많이 판매가 되었다.
•경
 복궁 답사를 갔을 때, 교내 타 동아리와 함께 가서 부원들이 미리 준비한
가이드 대본을 읽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인
 권 캠페인을 진행할 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인권 존중을 장려하고 참여
를 유도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나 조원들이 다함께 구호를 만들어 외치며 극복
할 수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인
 권 존중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역 문화재를 직접 방문해 이해하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변 사람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제공할 수 있었다.

유네스코  부원들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참여를 부탁하고 싶다.
우선적으로 유네스코 부원들부터 좋은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끼리 아는 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에서 끝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 나아가 지역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성장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 제도적, 경제적

게 해야 할까요?

한계로 많은 유네스코 활동이 교내로 한정되는 점이 아쉽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기본이다.”
모두가 갖춰야 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장예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길이다.”
나의 현재이자 미래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장윤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발걸음이다.”
세계의 주체가 될 우리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이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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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등학교

인식하고 실천하는 충남고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1
지도교사
유혜미

학생구성원
윤상훈, 허요한, 김기홍, 김윤강, 한규승, 허 혁
박준용, 조재영, 허 승, 홍선기, 유지환, 김경윤
김영재, 서원진, 황기동, 박준영, 손호영, 정석훈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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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는 것과 천연 제품의 사용이 우리 건강뿐만 아니

있나요?

라 한국 및 전 지구촌의 환경 보호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모

•환
 경 문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더 나아가 우리 국가, 세계적 차

두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서

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어떠한 환경 이슈를 프

우리 지역 사회와 더 나아가 한국의 시민들이 유기농 천연 제품에 관심을 가져

로젝트와 연관시킬까 고민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 논란, 물티슈 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공 화학제품이 아닌 천연 제품을 사용하여

성분 논란 등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환경 문제가 떠올랐다.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

몸에 해로운 화학 성품이 가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인체에 해로울 뿐

•여
 성 차별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인식으로 인해 겪고 있는 여성들의

만 아니라 지구 환경보호 차원에도 해가 되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이 화학

불편함이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 캠페인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위로 받았으면 하

제품보다는 천연 제품에 관심을 가져 천연 제품 사용이 자신의 건강뿐만

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여성 혐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하여

아니라 지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려고 하였다.  

대전 시민들의 여성 혐오 인식이 개선되어 한국의 여성 인권 신장과 더나아가

•강
 남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 혐오 문제가 새로운 사

전세계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캠페인을

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예부터 현재까지 여성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뿐만

진행하였다.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슈이며 우리 사회가 행복하
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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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우리 동아리는 여성 혐오 시민 인식 개선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

•우
 리 스스로 일상 생활 속에서 화학 제품 사용 자제 및 천연 제품에 대한 관심

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가지기
•환
 경 보호 및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천연 제품 사용의 효과를 주위 사람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인
 체에 해로운 화학제품의 사용이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건강한 천연 제품의 사용이 우리 스
568

들에게 널리 알리기
•여
 성 인권 신장을 위해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인식 및 혐오 발언 사용하지 않기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여성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관심 가지기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EM 세제 만들기 방법과 효능 홍보하기
2017년 7월, 천연 세제 사용을 통한 지구촌 환경 보호를 위해 EM 세제 만들기
방법과 효능을 홍보하기 위해 만년 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와 연합하여 캠페
인을 진행하였다. EM 세제 만들기 방법과 효능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한눈
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피켓을 활용하여 천연 세제 사용이 지구촌 환경 보호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세계 평화 기원 부스 활동 진행
2017년 8월 26~ 27일 대전 엑스포광장에서 견우와 직녀 축제에 대전외국어고
등학교, 대덕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와 연합하여 세계 평화 기원 부스 활동을
진행하였다.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유엔 평화의 날에 대해 홍보하고 전 세
계 평화의 중요성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부스
체험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가 서로 공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 공유하기

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7년 6월, 일본군들의 위안부 만행 및 만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아 아픔을 겪고 있는 할머니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우리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유네스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
니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 수 있는 피켓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기
회를 가졌다. 이 기회를 통해 일본군들의 만행으로 인한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
회가 되었다.

대전시 고등부 연합 모의 유네스코 총회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서대전여자고등학교, 대덕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동방고
등학교와 연합하여 세계 각국의 여성성 착취 해결 및 노동력 개선을 주제로 하
여 모의 유엔을 진행하였다. 해당 주제에 대해 각 국의 대표가 되어 토론을 하
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 유엔을 통해 세계 각국의 여성성 착취 사례를 통한 여
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전시 고등부 연합 모의 유네스코 총회
2017년 11월 4일, 대덕고등학교와 충남고등학교가 연합하여 모의 유네스코 총회
를 진행하였다. 소외계층과 빈곤층의 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안 마련
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활동은 짜여진 기획안에 활동한
것이 아닌 대덕고와 충남고 두 학교가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할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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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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평화, 여성 인권, 지구촌 환경 보호 등은 평소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

게 해야 할까요?

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평화 기원 체험 부스, 일본군 위안부 피

EM 세제 만들기 방법 홍보 및 천연 제품 활용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전에

해자 캠페인, EM 세제 만들기 홍보 및 사용의 중요성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하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과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고등학생들뿐

면서 세계 평화와 개인의 인권 그리고 환경 보호 문제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

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 역시 천연 세제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활동들은 지구뿐만 아니라

번화가를 중심으로 캠페인 및 피케팅을 진행하였다.

우리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며, 여성 인권 유린 사례들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이

아쉬운 점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이 소모성 제품을 천연 제품으로 대체하

침해되는 것은 우리 주위의 친구들, 엄마, 친척, 여동생들의 인권 역시 침해된다

는 것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천연 제품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성

는 것을 깨달았다.

원에게 이익이 가거나 지속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캠페인을 구성한다면, 지속적

이러한 캠페인들을 통하여 충남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은 우리와 관

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각 고등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

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이

간의 활발한 소통이 전제된다면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참여하는 세계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
해 각 고등학교 간의 연합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 논란, 물티슈 유해 성분 논란 등으로 인해 이미 유해한 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학 성분이 우리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대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중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연관시켜 진행한 천연 세제 및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천연 화장품 사용하기 프로젝트로 인하여 유네스코 담당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

만년고등학교와 연합활동을 할 때 소통장애로 인해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 천연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고, 우리들의 가족 역시 천연 세제 및 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활동이 끝난 후 다시 같은 문제로

연 재료로 만들어진 화장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의 필요성을 설명드리자 공

갈등을 겪었다. 이에 당황하지 않고 소통장애에 대해 우리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감해주셨다.

학교에서 잘못된 점을 먼저 인정하고 상대의 잘못된 점도 인정받으며 갈등을

또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역

해결하였다.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복 덕분인지 최근 만년고와

사회와 학교 내에 홍보하여, 우리 충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

다시 연합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

니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우리 동아리에
서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소녀상 건립을 위한 소녀상
팔찌 구매 활동에 많은 충남고 학생들이 참여해주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많은 활동이 경험이 되어 나중에 성숙한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충남고등학교 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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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자고등학교

Together with the Rainbow
학교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43번길 77
지도교사
김지혜

학생구성원
이지수, 김효은, 송 봄, 홍채원, 김유경, 권도희
김이경, 최지원, 이채원, 이혜인, 이혜진, 최해맑음,
조아영, 송문경, 김수민, 신지윤, 정지민, 최지원
김은진, 이수민

협력파트너 : 대전 유네스코학교(고등학교)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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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점이 있음을 느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나뿐만 아니라

있나요?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변화를 만

본교는 대전 지역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총 40개의 학급에 약 1,500

들고자 하였다.

명 이상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규모가 매우 큰 공립학교이다. 이처럼 큰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다. 일 년 내

규모의 학교이다 보니 단순히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과 이웃, 그

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며 외출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환경이 나날이

리고 인근 지역주민 등 매우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본교 학생들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는 교내에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다고 할 수 있다.

서 환경친화적인 활동들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학교와

우리의 프로젝트인 ‘Together with the Rainbow’는 단순히 유네스코 관련 동

인근 지역의 깨끗한 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아리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하여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

단일민족 국가였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다

을 보내는 학교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평상시 주변에서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

싶었다. 이에 인권, 환경, 세계화 및 다문화를 주제로 선택하여 소소하지만

한 문화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필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였다.

가 있다. 이를 위해 세계화 그리고 다문화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을 실시하
여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자 노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력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선입견을 갖고 그들을 바라
본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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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현대 사회에서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큰 문    

충남여자고등학교 정규동아리인 ‘츄네스코’ 부원들이 교내 및 교외에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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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환경, 그리고 세계화 및 다문화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봉사활동을 펼

[환경]

칠 계획을 세웠다. 비록 모든 활동들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긍

4월 11일 게릴라가드닝

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

학교 주변을 둘러보다가 곳곳에 나무도 꽃도 없는 휑한 땅이 많다는 것을 알게

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아리 부원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되었다. 그래서 계절이 봄이니 만큼 충남여자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더욱 다채로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 곁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판단할

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쓰지 않는 땅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게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

릴라가드닝을 실시하였다. 봉선화, 금잔화, 나팔꽃 등 다양한 꽃씨를 심고 이후

리의 실천약속 및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꽃이 피어나길 소망하여 물을 주며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각종 인권과 관련된 기념일에 관련 영상물 시청 및 토론 활동을 통해 올
바른 인권 의식을 기르고자 하였다. 또한 본교 동아리별 진로체험의 날
에 대전인권체험관을 방문하여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
정의 가족들의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 교내 인식개선 캠페인
및 설문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본교는 교정이 넓고 방치된 땅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식물
을 심어서 외관적으로 아름답게 꾸밀 뿐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결과, ‘게릴라가드닝’이라는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
다. 다양한 꽃씨를 공터에 심고, 채소의 모종을 텃밭에 심어서 이를 길러
보았다. 꽃과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동아리 부원들이 요일별로 정해
진 날 점심시간에 물을 주면서 성장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수확하기로

[환경]

계획하였다.

5월 8일 텃밭 가꾸기

세계화 및 다문화 영역의 활동으로는 우선 10월에 대전국제교류센터의

학교 텃밭에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 등의 채소 모종을 심음으로써 일손도 돕고

주최로 실시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가하여 직접 부스를 운

자신이 직접 심은 모종에 이름도 쓰면서 책임의식을 가졌다. 이후에 꾸준한 관리

영하였다. ‘앙금 떡케이크 만들기’라는 주제로 대전 시민에게는 우리나

를 통해 곳곳에 가지와 고추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방울토마토가 새빨갛게 익어

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전통 음식인

갔다. 이후에 다 익은 채소를 직접 재배함으로써 수확에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떡에 대해 소개하며 세계시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인권]
6월 13일 인권체험관
‘괜찮아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라는 체험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인권 체험을 하
였다. 먼저 세계인권선언문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이와 관련된 퀴즈 맞추기 활동
을 하였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 및 인권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존중 받지 못한 채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하
6월 13일 인권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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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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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7일 미래세대 국제개발협력 특강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미래세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개발협력의 이해와

모두가 힘을 합쳐 활동한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나의 변화’가 아닌 ‘모두의 변

방안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화’를 이끌어냈다.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던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

우리는 서로의 노력이 모여 일군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를 통해 우리의 관심이 도움으로 이어져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

쉽게 실천하지 못할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며 더욱 적극적인 자세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로 임하는 세계시민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지은 많은 활동을 통
해 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

[인권]

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아직은 이 모든 것

7월 11일 영화 ‘귀향’ 감상 및 토론

이 시작 단계에 불과한 미미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내 안의 작은 변화들이 큰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변

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든 시간을 잘 나타내준 영화 ‘귀향’을

화를 바라기 보다는 조금씩 이루어나가자는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었다. 꽃씨

시청하였다. 영화 감상을 마친 뒤 이와 관련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며 위안부 문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그곳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중한 존재가 되듯이 개개인

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또한 12월에 실시예정인 교내 ‘인권영화제’의 주제로

의 노력이 모여 청소년 세계 시민으로서 빛을 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어

삼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다.

의심치 않는다.

[세계화&다문화]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10월 27일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대전 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하는 ‘제9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하였다. ‘앙

먼저 우리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변화를 일으켰다. ‘게릴라가드닝’이라

금 플라워 떡 케이크’ 체험이라는 활동 주제를 바탕으로 부스를 운영하였다. 많

는 용어의 개념을 알게 된 뒤 우리 학교의 방치된 땅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

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의 전통 떡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

였다. 아름답게 꾸며질 학교를 생각하며 다양한 꽃씨를 직접 심는 활동을 통

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떡의 유래와 쓰임 그리고 한국의 떡 중 백설기에 대한

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모두에게 생소했던 활

설명을 준비하여 소개하였다. 소개를 마친 뒤 직접 백설기 위에 앙금 플라워를

동인 ‘텃밭 가꾸기’를 통해 다양한 채소로 가득해진 텃밭의 변화를 직접 눈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색을 입혀 다채로워진 앙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1대

로 보며 체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변화의 결과물을 직접 수확함으로써

1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 모두 자신이 노력하여 만든 떡 케이크를 행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한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

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며 이 활동은 떡에 대한 지식을 알아

젝트에 관심을 기울여준 친구들과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 설명해 주었

갈 뿐만 아니라, 시각과 미각을 모두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장점이

다. 이를 통해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활동 목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

있다고 생각하였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떡 문화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수

고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의 변화를 일으킬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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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다른 유네스코학교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SNS(카카오톡)를 이용하였
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등과 관
련된 내용들에 대해 쉽게 얘기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
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학교부터 시작하여 알리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고 서서히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올리고 더욱 많은 사
람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단지를 SNS에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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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상외로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이다. 축제에 참가

고등학생으로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할 수

하고자 마음먹고 체험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준비과정 하나하나 모두 쉬운 일

있는 활동들의 범위를 스스로 제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없었다. 체험 주제를 몇 번씩이나 바꾸기도 하고 부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활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는 일이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든 일이었다. 그리고 앙금 플라워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제약적이어서 각자 연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

습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다. 다 같이 있을 때는 서로를 도와주며 조금씩 꽃의

들의 관심이 모이면 이에 힘입어 더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형태가 만들어졌고, 각자의 노력이 아름다운 카네이션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렇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관심을 지양하고 관심을 지향하는

게 힘들었던 준비과정을 마친 뒤, 드디어 축제 당일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안고

태도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축제가 시작되었다. 세계인 한마당 어울림 축제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만큼 줄
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부스 운영을 계획하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걱정이 되었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사람들의 적극
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에
임하자는 자세가 깃들여진 채 부스 운영을 하여서 더욱 활기찬 분위기 속에 축
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모두
의 노고와 노력 덕분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성공
적인 활동이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뉴미디어이다.”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일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닌 다 같이 참여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충남여자고등학교 이지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무 심기이다.”
한 사람씩 나무를 심으면 더 큰 숲이 만들어지듯이 청소년들의
작은 참여가 더 큰 미래를 완성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충남여자고등학교 이채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피부색이다.”
세계 人들이 각기 다른 피부색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듯이
세계 각기 다른 시민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목표 삼아 살아가기 때문이다.
충남여자고등학교 최해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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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여자고등학교

우리가 지킨 환경, 지구가 좋아한다
학교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70
지도교사
홍도순

학생구성원
최주은, 한채원, 최유진, 강규리, 전이레, 박민지, 차현아, 주지연
유다은, 고려진, 설남경, 박수연, 김나영, 신효경, 송나현, 이성수
탁인아, 정수연, 김륜희, 고설인, 이민주, 이지화, 김현정, 김도희
윤수빈, 윤지원, 장지우, 전아현, 고우정, 정예린, 공서경, 김혜빈
이혜서, 배하영, 김시은, 정희민, 이은비, 임지아, 김예진, 이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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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그릇 운동 캠페인으로 판넬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빈 그릇 운동에 대해 알렸

환경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2년 전부터 지역사회 환경개

다. 나부터 시작하여 전교생까지 1년 동안 학교 중식과 석식 잔반을 줄이기 위

선에 앞장서고 있다. 통영환경연합이 인근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와 연계하

하여 식사 후 빈 그릇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릴레이 형식으로 인근 학교

여 충렬여고, 통영고, 동원고 환경 부원들이 지역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되었다. 통영 시내 지역별 쓰레기를 조사하고 쓰레기 종류와 해안 정화를 위

•자
 율동아리 CC는 자신들과 가까이 있는 곳의 환경적인 부분을 인지하기 위해

한 노력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환경 드리머 출범식을 가지

일주일 동안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느끼는 환경적인 불편함

고 계획성 있게 홍보팀, 뉴스팀, 디자인팀, 기획팀, 미디어팀을 구성하여 발대

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해 보고 제일 작은 불편함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

식을 가진바 있다. 평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이것을

가고자 한다.

처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았다. 학교와 가정에서 잔

•3
 학년 CC 동아리 부원 6명은 환경 보존과 생태계 보호 관련 도서를 읽고 학교

반을 줄이고자 빈 그릇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빈 그릇을 만들어 사진을

와 지역 현장에 적용해 보도록 독서 토론 및 토의를 한 달에 1번 정기적으로 가

찍어 친구에게 전파하는 등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로 바다가 오염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 본

져 실천 사례를 발굴하게 한다.  
•화
 요일을 ‘쓰레기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학생을 단
속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어 보았다. (2507 김현정)

교뿐만 아니라 깨끗한 관광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수
 요일과 금요일 점심 때 환경 정화의 시간을 만들어 학교 주변과 특히 정류장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유네스코학교와 저탄소 친환경 학

앞의 쓰레기를 주웠다. (2409 김혜빈, 2532 탁인아, 2515 신효경, 2129 최주은,

교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2514 배하영, 2628 정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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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숲
 탐방을 하고 동·식물 사전을 제작하였다.

환경독서 발표회

•지
 역사회 환경 의식 고취를 위해 월 2회 선촌 마을 정화활동 및 마을

2017년 7월 5일, 환경 독서 발표회를 가짐. CC(Chungryol Charity) 환경연합 자율동아

지도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일
 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으로 ‘텀블러 갖고 다니기’ 홍보를 실시하였다.

리가 3년 동안 꾸준히 해양 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음. 지역 선촌 마을 정화 활동을 통
영 환경연합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단순한 지구 온난화

•세
 계시민으로서 전교생과 통영시민에게 환경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식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 지구를 살리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을 가졌다. 저탄소 친환경 학교와 유네스코학교의 취지에 맞게 온실가

기본을 알게 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위험과 생태계에 미치

스 줄이기 서약서를 직접 작성해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는 영향 등을 독서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졌다. 학생과 지도교사가 천재들의 과학노트 5 해양학, 텅빈 바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공기, 자동차 환경과 미래, 자연이 보내는 손익계산서, 위대한 전환, 7권의 도서를 읽고

었나요?

1, 2학년 CC 동아리를 포함하여 CR-RCE 동아리 학생들에게 발표하였다. 지구 온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통영시의

2℃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해양 남획 해결에 대한 노력,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나 하나부터 시작된 캠페인이 학교를

할 점, 공기의 양면성과 신기루에 대한 원리와 개념 설명, 친환경 자동차와 이를 보급

넘어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통해 통영시민이 조금 더 자기 주도

화하기 위한 노력, 대기오염 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독서를 통하여 지구 보존의

적이고 올바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

지식을 알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자 환경 독서회를 개

고자 한다.

최하였다.

•우
 리 학교가 저탄소 친환경 최우수학교와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되었고

3학년 부원들과 지도교사가 환경도서를 발표하고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소개하며 부

이에 걸맞게 우리가 먼저 시작하여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

원들이 함께 토의하면 좋은 질문 2가지를 만들어서 부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토
의하도록 사전 모둠을 구성

내고 싶다.

하였다. 5월 12일에 환경독

•학
 교 현장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에 환경 마인드를 전파하여 지역주민

서 토론회에서 자신이 실천

과 더불어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통영시를 만든다.

할 수 있는 사례 소개와 생

•지
 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전문가 센터(RCE)로서

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나

본교가 역할을 수행한다.

누어 보고자 환경독서 토론

•세
 계시민의 자질로 자연과 공존하는 마인드를 고취시킨다.

회를 가졌다.

환경독서 토의/토론회
2017년 5월 12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생명에서 죽음까지 자신이 읽고 느낀 점
을 나누었다. 또한 환경독서 토론회로 나온 의문점인 교통과 관련된 환경문제 중 ‘대기
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
안과 앞으로의 2~3년 뒤의
지구 예측, 생명에서 생명으
로 자연장의 윤리적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간의 초기
인류는 사냥꾼인가 청소동
물인가에 대한 의문점,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개인적
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토
론해 보았다. 이에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나온 생각과 문
제 해결에 대해 정리하여 발
표하는 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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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한산대첩 부스 활동

2017년 7월 13일, 독서의 날 행사에 동아리 활동에서 독서한 사례를 발표하였

통영지도를 만들어 시민이 생각하는 통영의 상·상중·중·중하·하로 나누어

다. 2017년 7월 5일 환경독서 발표회와 7월 12일 환경 독서 토의 및 토론회를 가

가장 더러운 곳과 가장 깨끗한 곳을 표시하고 직접 주운 조개나 소라를 준비하

진 사례를 13일에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단순하게

여 핀 만들기를 주체하였으며 가습기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함. 설문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차원이 아니라 책을 통하여 지구 온난

조사를 함께하여 통영바다 모래 채취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화의 원인과 예방, 대기 오염, 해양 생태계의 보존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우리의

물어보았다. 한산대첩의 5일 동안 모인 설문조사와 통영지도의 자료를 데이터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2~3년 뒤의 지구를 예측해 보

화하였다.

고 교통과 관련된 대기 오염 개선 방안,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개인적인 역

한산대첩 기간 동안 통영 시민과 관광객의 상대로 통영의 환경에 대한 인식 설

할 등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문조사를 해 봄으로써 지역 환경 살리기에 힘써야 될 것을 검토하며 미래의 깨

본교가 유네스코학교와 저탄소 친환경 최우수학교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속

끗한 통영바다를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적,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

적인 환경보존과 환경지킴이로 거듭나기를 호소하며 참여를 독려하여 큰 호응
을 얻었다.

도랑 살리기 활동
환경연합에서 주체한 도랑 살리기 강연을 듣고 도랑이 해양오염과의 관계가 얼
마나 깊은지에 대해 알게 되고 이에 세자트라의 도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

빈 그릇 릴레이 운동

게 되었다. 도랑의 길이와 폭, 도랑의 개수 그리고 도랑에서 사는 식물과 해양생

매일 학생들에게 빈 그릇 릴레이 운동으로 잔반 남기지 않기 활동을 함으로서

물 등을 찾아보고 측정하였다. 이미 도랑 살리기가 시행된 마을에 찾아가 어떤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는 활동을 하고 있다. CC 동아리 외에 전체 RCE 동아리가 점심시간과 석식 시
간에 홍보 활동을 하며 먹을 만큼 가져가고 남기기 않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잔반을 남기기 않도록 독려하며 빈 그릇 릴레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해양 정화 활동
매주 타 학교 학생들과 모여 해양 정화 활동을 함 매번 하는 활동이지만 언제나
해안가의 쓰레기들은 많아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해양 정
화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해양오염의 근본적이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
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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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전과 달리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환경의 중요성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학생들과 주위사람들에게 환경의
문제와 실천 그리고 평소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판
단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실천하기를 부탁했으며 이렇게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자신 주위의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라 믿고 활동하였으며 조그만 것부
터 변화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보며 좀 더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했다.
•이
 혜서 : 환경에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평소 잘 몰랐던 통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환경 살리기에 협조한 것 같다.
•송
 나현 : 환경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실천하면
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나에서부터 우리 학교, 우리 지역,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로 점점 퍼져나가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믿게 되었다.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활동을 더 하면서 변화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싶다.
•김
 혜빈 : 이 활동을 하며 내가 한 활동을 떳떳하게 주변사람들에게 말하며 환
경에 더욱 신경을 쓰고 주변인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대한 충고를 하는 등의 바뀜이 있었다.
•최
 주은 :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활동을 하면서 나와 내 주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의 날’ 수업 및 텀블러 문구
및 도안 제작(2017년 7월 6일, 2017년 8월 14일)

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보고 꾸준히 이어간다
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류 공동으로 직면한 전 지구적 문제 중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

                                                                                          

는 수업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북극의 눈물’ 영상을 보고, 한반도 이상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기후 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구촌 기상 이변을 살펴보는 수업을 하였다. 물 부족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살펴보고 모둠별 물 절약 방안을

•처
 음 가정의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활동하였고 가

토의해 보았다. 다음으로 해양 쓰레기 처리 아이디어를 통해 깨끗한 바다 만들

족들과 함께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또 학

기에 성공한 네덜란드 ‘보얀 슬렛’의 영상을 보며 통영 해양 쓰레기 처리 방법에

교에서 반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친구들의 행동을 유도하였다. 그러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먼저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이 텀블러를 습관처럼 사용하였으며 재활용하는

마지막은 모둠별 실천의 날 이름, 선정 이유, 목적, 실천 내용 작성하고, 텀블러
의 문구와 도안을 제작하여 텀블러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것에도 하나하나 분류하여 버리게 되었다.
•가
 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환경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일상
생활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변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레
 인보우 활동을 하며 환경관련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고
가족들과도 함께 토론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중
 식, 석식 시간에 잔반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식당 아주머니들이 기뻐하
시는 모습을 보고 기뻤다. 집에서도 늘 음식을 남기며 투정하던 모습이 바뀌
니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신다.
•아
 는 만큼 보이고 삶이 풍요로워짐을 느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
주는 재미가 생겼고, 가르쳐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교과 공부는 늘 물어
만 보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함
 께 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 나누는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 인근 학교 친구
들과 연합하여 활동하고 싶으며, 지구 반대편 친구들과도 함께 일하고 싶다.

578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아이디어나 말을 꺼
내면서 사소한 것이 시작점이 되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의

관련 주제(지구 온난화)로 모둠 탐구활동 후 발표를 하였다. 혼자 하는 공부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활동에 관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자신

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이 내게 되면 그 사소한 것들이 점차 구체화 되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이
 활동을 하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이 있을 때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주변 아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등의 활동이 생각나고 조금 더 환경에 좋

이들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활동이 가능성

은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여 친구들의 행동과 우리 집의 쓰레기부터 바꾸어 나

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자진해서 하나씩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가려는 시도를 하는 등의 작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은 2명이나 3명으로 한 팀을 짜 그 팀 안에서 각자가 서로를 피드백 해주면
서 결과물이 나오게 해야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한 팀이 결과물을 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면 다른 팀들도 결과물을 나오게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이처럼 우리 드리머와 같은 사례도 처음에는 사소한 아이디어나 말로 팀이 결성

게 해야 할까요?

되고, 하나의 팀들이 여러 개가 모여 큰 하나가 되어 기대보다 더 성공적으로 마

환경연합에서 타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여 해양 정화활동을 하게 되었고

쳤던 것 같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드리머 학생들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현실

이러한 활동에서 각자가 아무 생각 없이 정화활동만 한다면 정화활동의 의미가

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과 집념

없으며 정화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정화활동을 위해 어떻게 할 것 인지 본

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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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구상 중이다.
•지
 구촌 문제에 관심이 생겼고,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게 되어 수업 시간  

질적인 것인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활용할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수 있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S
 NS을 활용하는 것과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카
 드뉴스를 만들어 학교홈페이지나 SNS 등에 첨부하는 것으로 소통하는 것
은 어떤지 하고 생각한다.
• TED나 세바시 등의 형식을 빌어 시민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을 초청하고 학생
들의 작은 강연회를 열면 어떨까 생각한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만약 프로젝트의 주체가 학생들이 된다면 프로젝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언제나 학생들의 말에 집중해 주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말
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이
다. 그 후에 부정적인 부분을 집어주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의 지원을 조금 더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한 프로

•통
 영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아고라를 만든다.

젝트를 하는 단체끼리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뿐만이 아닌 다른 것과 함

•음
 악이나 영화를 통해 쉽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 접근한다. 즉, 환경 살리기

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환경과 세계화 단체가 연합하여 세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모든 행사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확산시킨다. 환경 관

계 환경정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

련 좋은 영화들을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영 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

다. 이런 활동들이 더욱 널리 알려져 우리가 하는 활동들 또한 인정받고 널리 알

들과 교류한다.

려져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

•전
 국적으로 우리의 빈 그릇 운동을 하도록 하여 SNS에 인증하도록 하여 위
활동이 사람들의 의무적인 행사처럼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선거를 하고 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드리는 말씀은 지원을 조금 풍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지원금이 모자라다 보니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 선거 인증을 하여 SNS에 올리는 등의 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면 한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환경연합의 드리머 활동 중 한산대첩 축제를 매개로 하여금 통영 해양생태계
의 문제점과 이슈가 되었던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도와 적극성을 높이려고 준비하였던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러나 한 번에 많은 체험들을 준비할 수 없었고 이에 드리머 학생들이 팀을 나누
어 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준비물이나 결과물
을 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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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학교주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 41
지도교사
최영남, 이명선

학생구성원
유서윤, 김영훈, 김서예, 함세은, 조민주, 최주빈, 김민아
함민정, 이창연, 김가은, 이승진, 이정인, 하지우, 신희연
김윤찬, 김승현, 이재연, 함수현, 홍아용, 한수아, 허민영
김규희, 안영빈, 김민진, 이하진, 김민준, 안수민, 길현진
박신형, 이선율, 이채연, 정혜연, 정희원, 윤지윤, 황희원
이승혁, 이정임, 함수빈, 이하연, 박진형, 서하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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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단순히 ‘언어폭력’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있나요?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언어폭력’ 문제가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

학교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저마다 심각성은 다르겠지만, 인격 형성에

니기에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에서도 ‘언어폭력’의 심

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언어

각성을 깨닫고 인권 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폭력’이었다. 친구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임을 자
각하지 못한 채, 욕설, 여성·남성 혐오 발언, 성적인 농담 등 입에 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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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말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언어폭력’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

• 5월 : 학교 내 언어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하기

사회에서도 ‘언어폭력’ 문제가 존재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간의 인격을

• 6~7월 : 언어폭력 실태 알림 및 방지를 위한 UCC 제작하기

훼손시키는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8월 :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전체에 UCC 방송하기
•9
 월 : UCC 시청 이후 9월에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욕설의 의미를 알려주어 ‘욕’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지나치기 쉽지만 중요한 문제인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였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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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 10월 :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학교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의 폐해 홍보와 캠페인
활동하기

인권 알리기 교내 캠페인

언어폭력 실태 알림 및 방지를 위한 UCC 제작하기

4월 10일~ 4월 14일 중 인권과 유네스코학교 및 유네스코 동아리를 알리기 위

9월에서 10월 달, 언어폭력의 실태를 알리고 욕 등의 비속어를 순화된 말로 표

한 인권 알리기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일주일 동안 등교시간 교문에서 구호를

현하여 언어폭력을 방지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UCC를 제작하

외쳤고, 인권과 관련된 피켓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해 알려주는 캠페인

였다. 당시 유행 프로그램이던 ‘프로듀스 101’을 패러디해 구성을 프로그램과 유

을 하였다. 피켓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는 학생들이 늘어갔고, 따라서 인권에

사하게 만들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하였다.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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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UCC 시청 전과 후의 언어폭력 실태와 인식 변화 알아보기
인권 알리기 외부 캠페인

9월에서 10월 달, UCC를 시청하

6월 9일 학교 동아리전일제 날을 활용하여 홍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교내에서

기 전 언어폭력 실태를 조사하

활동했던 것과 같이 인권에 관한 구호를 외치며 인권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고, UCC를 학교 전체에 틀어주

하였다.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그에 따른 인권 존중 의식이 함양될 수 있음

어 시청하게 한 후의 언어폭력에

을 기대하며 활동하였다.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성심성의껏 답해준 학생들 덕분
에 UCC를 시청한 후 언어폭력
의 실태를 깨닫고 인식이 변화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움직임이다.”
청소년 한명 한명의 움직임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토평고등학교 김윤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온기이다.”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주변에 온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평고등학교 함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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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있는 타 학교의 부원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학교에 있는 유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네스코 동아리보다 여러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가 소통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목적으로 두었던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친구들과 선생님,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범국민적으로 인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고운 말 바른 말 쓰기’ 프로젝트를 진

권 개선, 환경 변화, 세계 유산 보존과 같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행하였고 설문조사 팀과 UCC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UCC에서는 팀원들

고 생각한다.

과 역할을 분담하였고 나는 영상편집과 감독을 맡게 되었다. 팀원들과 영상을
어떻게 학교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회의 결과 한창 유행하고 있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프로듀스 101을 패러디하여 욕의 어원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자는 메시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지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의 어

생각보다 친구들이 욕을 뜻이나 어원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 서로에게 상

원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도 평소 무뎠던 욕

처가 될 말을 하면서도 서로가 알아듣지 못해 오히려 웃고 넘어가는 경우를 많

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제를 효과적이고 실용성 있게 전달하려고

이 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욕에 대해 나와 주변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

많이 생각하다보니 무언가를 제작하고 알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나 쓰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UCC를 제

느꼈다. UCC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선배와 후배간의 의견 충돌과 같은 작은

작하면서 나도 몰랐던 뜻이나 평소에 듣던 말이 얼마나 심하고 상처가 될 수 있

갈등이 있을 때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견을 맞추어 나가는 단계를 통해 책

는 것이 말이나 욕인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요즘 메갈, 한남

임감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 1년 동안 내 자신이 더 성장할

충, 일베와 같이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성차별 사이트에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고

수 있었던 것 같다.

있어 그 누구보다도 언어폭력에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무뎌지는 것을 보며
이 ‘바른말 고운 말’ 프로젝트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UCC 제작 속에서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촬영할 여건이 되지 않기도 했으나 서로 많은 토의와 협의로 해결해 나갈 수 있

유네스코의 부원들이 가장 먼저 ‘바른 말 고운 말 쓰기’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었다. 또한 방송부와 협업해 전교에 방송되면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그런데 자치시간에 ‘유네스코 101-욕 줄이기 캠페인’ UCC가 전교에 방송되어

할 수 있었다. 방송 후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인식 변화를 한 번 더 조사한

같이 시청한 이후로 많은 친구들과 다수의 선생님께서 욕을 쓰면 안 되는 이유

것이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기회를

를 더 뚜렷하게 알아 욕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

가져 친구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 프로젝트 후에 욕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친구들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
지만 욕의 뜻을 알고 줄여나가는 태도를 보였고, 평소 욕의 어원을 모르고 친구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를 따라 장난처럼 사용하던 친구들도 욕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친구와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함께 벌칙을 주는 자그마한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주도한 UCC를 통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조금씩 변해가는 작은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뿌듯하고 우리 스스로도 욕을 줄

어떤 프로젝트든 모두가 협업하고 생각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전제하에 있어야

이게 된 것 같아 이 변화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무조건 한 학생에게만 몰아주거나 선생님이 갑자기 어
떤 과제를 던져주는 등의 이러한 행동은 서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려 일이 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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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잘 잡는 것이다. 먼저 약 1년 동안 학교에서 활동하고 실시하는 주제를

게 해야 할까요?

잡을 때 하나의 주제가 아닌 여러 주제를 복합적으로 선택한다면 학교에서 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작한 ‘유네스코 101- 욕 줄이기 캠페인’ UCC를 유튜브,

만 아니라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다시 실시했을 때 더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페이스 북과 같은 SNS에 올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공유하며 볼 수 있

다원화해서 주제를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원화해서 문제를

도록 하였다. 또한 이투스에서 시행한 동아리 UCC 대회에 작품을 출품했고 많

본다면 다양한 의견과 시선으로 획일화된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좋은 아이디

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인식변화에 도움을 주어 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더 많

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려면 먼저 같이 유네스코에 소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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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고등학교

크레파스 (다문화 이해)
학교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49
지도교사
박정희

학생구성원
권성은, 김아영, 김한나, 염하늘, 이지우, 안요한
전주호, 이현아, 박보원, 박진용, 손형진, 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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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이었다.

식들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후 우리의 생각을 토대로 사람들의 편협한 시선들

우리 학교, 지역에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다. 우리는 이 다문화 가정에 있

이 사라지도록 다문화에 대해 알리며, 다문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을 모아 우

는 잘못된 생각, 편견들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싶었다.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리가 할 수 있는 영역 하에 그들을 열심히 도우는 것이었다.

다문화센터에 가서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교류하고, 우리가 알리고 싶은, 다
문화 편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피켓을 제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의 프로젝트로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주변의 다문화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했다. 우리의 힘만으로 큰 변화를 바로 가져올 수
는 없지만, 작게 조금씩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다보면 그러한 변화가 점점 확
산되어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와 많은 사람들의 차별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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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구촌빈곤퇴치 캠페인-모두의 바람, End Poverty

8월 28일 다문화 인식 바꾸기 캠페인

10월 17일, UN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빈곤퇴치를 희망하는

8월 28일 조원들이 모여 학교 신발장 앞에서 다문화 인식 바꾸기 캠페인 활동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하여 서울·강원지역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소속 학교들

을 첫 번째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을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근

과 연합하여 서울 남산과 명동 부근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지 같은 시각적

거있는 말을 캠페인 피켓에 실었다.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일
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구촌 빈
곤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관
심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 복지센터 활동
9월 3일에는 조원 6명이서 암미 다문화 복지센터로 가 한국의 전통물품(굴렁쇠,
투호, 전통팽이)를 들고가 다문화 복지센터 아이들에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놀았으며, 돈을 모아 아이스크림과 과자, 사탕 등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누
어 주었다.

10월 23일 다문화 인식 바꾸기 캠페인
10월 23일 조원들이 모여 학교 신발장 앞에서 다문화 인식 바꾸기 캠페인 활동
을 두 번째로 하였다. 다문화가정을 차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여 우리도 외국으로 나가 낯선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하였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민가정 나라 5순위를 매겨 각 국의 ‘안녕하세요’를 학교의 게시판에
붙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친근감이 들게 하는 데 일조했다.

9월 10일에는 조원 4명이 동일한 장소로 가서 직접 축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술래잡기를 하며 몸으로 뛰는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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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인을 진행했다. ‘역지사지’ 정신을 환기하는 ‘우리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겐 낯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선 외국인’이라는 피켓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암미다문화센터에 가서 다문

이번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도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데만 머물렀던

화 아이들을 직접 만나 아이들이 가진 아픔이 무엇인지 직접 소통하고 가까워

우리에게 그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일단 우리가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캠페

주었다. 관심없던 세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

인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진솔한 마

직접 발로 뛰며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다.

음을 담아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표를 발행하거나 아

특히 우리 조원 중 성악가라는 꿈을 가진 친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만나보고

니면 버스정류장의 광고판을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

온 후 그들이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방문해 자신의 노래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을 것 같다.

싶다는 새로운 목표도 설정하였다. 우리의 인식과 꿈의 범위가 변화하였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평가하기 ]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주변사람들은 사실 다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

조원 수가 12명이어서 각자 시간을 맞추는 것이 힘들었지만 두 개의 조로 나누

다. 마냥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

어 활동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다. 또한 일요일에는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

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부모들을 바라볼 때 눈살을 찌푸린 것일지도

서 주말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서로 이해하며 꾸준히 만날 수 있었다. 특

모른다. 만약 지금 우리 반에 다문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역시 잘해주지 못 했

히 조원 중 아이들을 싫어하는 조원이 있었는데 복지센터에 갔을 때 아이들과

을지도 모른다. 결국 아이들 사이의 관계와 어른들 사고의 문제인 것이다. 나

놀아주는 과정에서 아이의 실수를 하니 불만족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다문화가

와 다르게 생겼다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런 이유로 차별을 하면서 다문

정의 아이와 대화를 하며 풀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경우가 있었다. 모든 것은

화가정 아이들을 따돌리며 무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화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통해 오해도 풀 수 있다.

이미 이러한 인식에 익숙해져 무관심하고 무뎌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배우고 체험하며 느꼈고 그것을 우리 주변으로 확산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시켰다. 우리가 항상 외치는 구호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낯선 외국인이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그리고 우리는 이번 활동들과 지난 활동들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을 개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

일단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할 때 부족한 정보

다. 우리의 변화로 인해 조원 한 사람의 가족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친

로 움직이려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구와 사람들까지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새겨지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

더 많은 다문화복지센터에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1월에는 새로운

는 통로를 열어두어 그들 스스로 함께 녹아져 어울릴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다문화복지센터를 조원들과 갈 예정이다.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과 지역사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이국적으로 생긴 친구들까지 놀리는 경우를 조원 중 한 명이 본 경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있다. 그 친구들에게 그런 심한 장난은 그만뒀으면 좋겠고, 단지 외국인이라고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한국인보다 아래로 취급하며 월급에 차별을 두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바

게 해야 할까요?

꿨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는 다문화에 관련된 광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프로

사람들의 다문화 아이들을 향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캠페

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예감이다.”
나는 지금 청소년이기에 세계시민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날이 무궁무진해 예감이 좋기 때문이다.
퇴계원고등학교 권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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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하남고등학교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학교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39
지도교사
김은숙, 박현숙

학생구성원
방나래, 하윤서, 김윤진, 최세연, 장예윤, 조은아, 김희경
이정민, 조지윤, 심민경, 이유미, 최혁수, 이은선, 김소영
김준희, 김혜리, 제효리, 백규빈, 박지건, 박재은, 이하령
그 외 각 동아리 부원 100여 명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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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아리별로 각 주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고 실천

있나요?

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다.(매주 목요일 아침 세계이웃나라 인사 캠페인, 베트남 호

2017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인 ‘평화, 인권, 다문

치민시의 떠이탄 고등학교학생들과의 국제교류활동, “인권, 세계화, 다문화, 독도”

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는 학생들의 현재 삶뿐 아니라 장

를 주제로 한 교내 화장실 환경개선,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가습기와 오이피클을

차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이다. 그래서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각 주
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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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실천의 경험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세계시민으로

각 동아리별로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7가지 주제 중에 하나 혹은 여러 주제

서 한걸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를 선택하여 1년 동안 각 동아리 특성에 맞게 활동하고, 그 활동 내용을 9월 유네
스코 주간에 전교생과 함께 공유하여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하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려면 먼저 학교활동과 지역사회의 문
제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관심
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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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천해 보기로 하였다.

이웃나라 인사하기 캠페인(매주 목요일)

세계시민 리더십 캠프(9월 6일, 9월 11일)

아이브, 반크, 우돌끼, HERD, 세계시민 동아리가 연합하여 세계 각국의 언어로

유네스코 위크를 앞두고 세계시민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과 학생회 대표가 모여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해당 국가에 대한 간단한 소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에 대한 각 동아리의 활동상

개 자료(국기·위치·인사말·음식 등)를 판넬에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황을 공유하고 유네스코 위크 부스 운영과 6권역 릴레이 캠페인을 어떻게 운영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밝게 인사를 건네며 등교하는 학생을 맞이하는 활동을 통

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권역 릴레이 캠페인 주제인 지역고

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문화에 대해 각자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고유문화 보존을 위한 선언문
을 작성하고 카드 섹션 준비와 연습시간을 가졌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세계시민 계기교육(5월 10일)
전교생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세계시민’ 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인권, 평
화, 환경, 빈곤 등 인류 보편적

유네스코 위크(9월 18~22일)
첫째날- 유네스코 위크 홍보의 날

가치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총 20개의 동아리와 학생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유네스코 위크에 대해 홍보하

관심을 갖고 지구적 공감대를

였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각 동아리

형성하여 실천하고 행동하는

별로 실시할 체험부스활동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1

세계시민이 되겠다는 다짐을

층 로비에 전시하여 전교생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베트남 7월 13~20일, 일본 8월 10~13일)
7월에는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호치민의 떠이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봉산탈춤 배우기, 경복궁 관람 및 한복체
험, 전통시장 체험, 캠핑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
였다.(겨울에는 베트남으로 방문예정) 그리고 8월에는 일본 학생들이 방문하여
사물놀이 체험학습 및 나눔의 집 방문, 한일 청소년 간담회 등을 통해 문화교류
활동을 하였다.
둘째날- 평화와 인권의 날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HIM, WHAF, 인터랙트, 심문(心聞), 솔리언 또래상
담, 가우스, 영자신문 연구토론부가 참여하여 점심시간에 부스활동과 캠페인 활
동을 실시하였다.(아동노동반
대 캠페인, 시각장애인 체험
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 과학자들의 여
성 인권 문제, 인권 퀴즈, 사과
da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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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세계화와 다문화의 날

유네스코 위크 마지막 날에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하남 지역의 고유문화

세계화와 다문화를 주제로 세계시민동아리, 우돌끼, 차홍, L4L 동아리와 학생

에 대해 학생 대표의 발표를 듣고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재인식의 시간

자치회가 참여하여 점심시간에 부스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베트남

을 가졌다. 또한 지역 고유문화를 바로 알고 보존하자는 내용의 카드 섹션 퍼포

떠이탄 고등학교와의 국제교류활동 내용 전시, 중국문화 홍보 및 체험, 각국의

먼스와 하남 지역문화 보존 선언문을 전교생이 함께 낭독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수도이름 맞추기, 다문화 공부방에 보낼 사용하지 않는 펜 모으기 활동 등)

가졌다.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동아리 반크에서는 신축하여 이전한 본관 건물의 각 층 화장실에 “인권, 세계화,
다문화, 독도”를 주제로 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선언문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모든 학생들이 주제를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넷째날- 환경과 경제정의의 날
환경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싸이언스홀릭, 반크, 수피아, 착한커피홀릭, MOM,
study jobs,  MVP, 에듀 동아리가 참여하여 점심시간에 부스활동과 캠페인 활
동을 실시하였다.(환경보존법과 5초 논리게임, 폐의약품 수거 및 약물 오남용예
방 캠페인, 버려진 일회용 컵, 페트병으로 화분 만들기, 살충제 계란과 같은 환
경오염의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공정무역 홍보활동 등)

제7회 학교문화예술축제 참여(10월 28일)
하남시 유니온 파크에서 열린 하남시 학교문화예술축제에 학교를 대표하여 ‘세
계시민, 반크, 우돌끼’ 세 동아리가 참가하여 유네스코와 관련된 주제로 펼쳤던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부스 운영을 통해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였다.

마지막날- 지역문화의날(6권역릴레이캠페인)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 중 ‘지역 고유문화’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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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하남고등학교에서는 1년 동안 각 동아리별로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트의 7가지 주제 중 하나 혹은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활동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

펼쳤다. 7가지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교생들

데 대부분 학업과 학교일정, 사교육 시간 등에 쫓기다 보니 모든 구성원들이 동

과 공유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각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캠페인에서

시에 자주 모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통해 각 그룹별로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아리 별로 교내 다양한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맡은 일을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횟수를 최대한 줄였으며

국제교류 활동 등을 통해 직접 고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졌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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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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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동내용을 다른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열린 하남시 청소년 축제에 ‘세계시민, 반크, 우돌끼’ 3개

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프로젝트에는 SNS를

의 동아리가 학교를 대표하여 참가하여 1년 동안 유네스코 관련 주제의 동아리

활용하여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해보고 싶다.

활동내용을 전시하고 부스활동을 실시하였다. 하남지역뿐 아니라 더 많은 사
람들과 함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SNS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걸음이다.”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세상이기 때문이다.
하남고등학교 김준희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점토이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재료이고 무엇으로 만들어질 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하남고등학교 이유미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학교이다.”
아직 배울게 많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고등학교 심민경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나라들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남고등학교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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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고등학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New Change, New Challenge)
학교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지도교사
박찬석

학생구성원
이석민, 강은새, 김재경, 홍혜림, 이수빈, 김은채, 이시현
박성연, 김연준, 박성진, 김가연, 박소은, 이재령, 김은영
조준기, 정아연, 김소연, 오인애, 김지민, 마동찬, 윤훈정
김수현, 이하은, 우혜린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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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에 대해 전교생 및 전교직원이 생각하고 인지해 가는 과정과 해결해가는

있나요?

활동에 함께 하면서 세계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와

현재 본교가 위치해 있는 평택시에는 미군부대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주변 학교 및 지역에까지 좋은 사례로 확산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아 ‘Super 평택’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평

시키는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택시민과 외국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고덕신도시, 삼성SDI단지, 평택항 등의 개발로 인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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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해졌으며, 민감한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 : 잔반 남기지 말기, 나무심기, 쓰레기통 없애기, 소등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변환경이 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오프라인

하기, 콘센트 뽑기 등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게 되었다.

하였다.
•	온라인 선플달기 :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국민 대부분이 인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터넷을 사용,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외
 국인을 살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각 나라의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악성댓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올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한국 전통문화 홍보하기 :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김치, 떡 만들기 등

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

의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고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

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촌 문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

자 하였다.

기 위해 논의하여 결정한 활동들을 학생중심으로 성실히 실천하고자 하였다.

•학
 교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인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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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선플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깨
 끗한 학교,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환경보존 활동을 통해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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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
태양열을 활용한 친환경 불빛정원 :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통해 학교에 있는 시
간이 가장 많은 우리들에게
저녁 시간 교정을 밝혀줄 방
안을 찾아보았고, 고민 끝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
을 이용한 불빛정원을 구성함
으로 친환경 교정을 꾸며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교내 환경 개선 캠페인

기념품을 직접 제작하였다. 기념품에는 그 관광지의 특색을 살려 제작함으로써

학교 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구석구석 국화와 비어 있는 공간을

평택을 알리는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찾아 고구마를 심기로 계획하였다. 유네스코 학생회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협동심을 키우고 작은 노력을 통해 학교를 아름답고 쓸모있는 곳으로 가꿀수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 김치 만들기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교내 환경보전의 참된 의미와 지속적인 환경유지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먹는 김치이지만 패스트 푸드점이 곳곳에 생겨나는 시점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값진 시간이었다.

서 우리나라 고유문화인 슬로우 푸드를 홍보하기 위해 김치 만들기를 프로그램
으로 넣어 보았다. 만든 김치를 직접 시식해보고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
리나라 전통 음식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온라인 선풀달기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그로 인해 악성댓글, 개인정보 침해 등을 생각해보고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 존중 활동

따뜻한 온라인 댓글을 통해 선풀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2017년 전국 초·중·고

반려동물 ‘솜이와 뭉치’를 기르며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게

기타 기관까지 포함한 결과 10위에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되었다. 동물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지 않고, 주기적으로 산책을 시킴을 통해 동
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상을 기르게 되었다.

Super 평택의 발돋움,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수도권 중심이 많이 알려진 현재, 인지도가 낮은 평택의 홍보를 위해 평택의 관
광지를 선정하여 유네스코 학생회가 직접 스토리텔링을 하여 색을 입히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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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환경 보전에 앞장 서는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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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반 안 남기기 : 급식 잔반이 많이 남아 음식쓰레기가 많아지자 이를 줄이기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위한 잔반 줄이기 피켓을 제작하여 급식 중 ‘잔반줄이기 활동’을 기획했다. 지속

어떤 활동도 시행하기가 어렵고, 작성하기도 어려웠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잔반을 줄여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통을 깨끗

우리의 주제에 적합한지, 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었다. 하지만 하나씩 해

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고 수행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 중에 쉽게 할 수 있
는 일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큰 것을 보는게 아닌 작은
문제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한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실천하는 작은 손길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더
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공동체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
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기숙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불빛정원은 환경문제에 한발 더 다가가
는 시간이였으며 실제로 실행하여 사용함으로 그 만족도 또한 높았다. 친환경
태양열을 이용하여 낮 시간에 충전하는 등의 실제 모습과 야간에 센서를 통한
불의 밝기 조절까지 직접 눈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 더 뿌듯하였다. 이런 환경문

세계의 공정한 경제 분배를 위한 공정무역 활동

제를 생각하니 요즘 LED 전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LED 형광등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공정무역을 본교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학생

나 전구가 예전에 비해 값이 많이 내려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

으로서 공정무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

트를 계기로 가정에서도 저렴하고 효율적인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제 활동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내 고장 평택시는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덕일대의 신
도시 사업으로 인해 인기지역으로 급상승 하고 있다. 이런 지역사회를 좀 더 확
대하고 알리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주최한 평택 마이스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
으로 평택시 관광자원 발굴, 스토리텔링,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의 전통적인 축제인 비전 축제기간 동안 직접 부
스를 운영, 다문화 및 세계문화, 한국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좀더 이해하고 다가
가는 시간이 되었다. 부스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무역에 대해 홍보하고 공정무
역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
하기 위한 방안으로 SNS를 이용할 계획이다. 요즘은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로 인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속도나 파급력 또한 빠르다. 조금씩 천천
히 준비를 하지만 그 영향력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
도 하나씩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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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내 환경 개선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환경개선 프

지금까지는 활동하는 대상이 전교생, 유네스코 학생회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구석구석을 살펴 활용을 못해 남아 있는 공간을 찾아

수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유네스코 학생회를 위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실

내어 국화와 고구마를 심기로 계획하였다. 식물을 가꾸는 일이라 쉽게 할 수 있

행한 것이 사실이다. 레인보우 아래 작은 동아리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씩 주제

을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유독 가뭄이 심한 시기라 잘 자라지 않아 걱정

를 수행하고 담당한다면 좀더 나은 결과와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

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

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보고서를 쓰는 지금

과, 학교 중앙 현관 정수기 옆에 있는 버리는 물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

부터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작은 변화가 큰

존에 학생들이 남겨 버리는 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그 물

힘을 이룰 수 있다는 계기 교육자료나 짧은 영상자료가 있다면 더 좋은 홍보활

을 국화와 고구마 가꾸는데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동이 될 것이다. 현재에도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 많은 행사나 도움이 필요할

라 생각했다. 실행한 결과는 대성공! 국화도 예쁘게 꽃을 피우고 고구마도 사람

때 마다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

얼굴 크기까지 자라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중

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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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요성을 깨닫고 작은 실천으로도 가뭄이나 물 부족 현상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
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문제든지 개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찾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환경오염이라는 큰 문제도 자
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태양열이다.”
특별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고등학교 이석민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무한도전이다.”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하면 할수록 희열감이 다가온다.
한국관광고등학교 김은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짬뽕이다.”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다.
한국관광고등학교 이재령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배고픔이다.”
배고픔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고등학교 이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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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START NOW! CHANGE NOW!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지도교사
이재경, 최원희

학생구성원
신동윤, 김민영, 변하은, 이솔림, 노미현, 이재은, 김민지
고호영, 김량원, 안성호, 신호균, 전세희, 홍수민, 김다연
홍지연, 정서원, 이채원, 양지영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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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하고, 개개인의

있나요?

행동이 모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재학생들이 쉽게 공감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문제, 환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

경파괴,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 등의 다양한 사례와 원인(세계 아동의 인권,

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쉽게 소외되는 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그들

장애인들의 고충, 해양생태계 파괴, 인종차별의 심각성, 핵, 살상무기에 대한

의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많은 재학생들이 그들의 불편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만이 국제

함에 대하여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세계 아동노동자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

들의 인권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아동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나, 그들

으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인식개선에 앞장

이 하루 평균 노동하는 시간, 노동의 종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아동노동의 실태에

서기 위해서는 동아리 친구들 먼저 문제의 실태를 인지하자는 의미에서 국제

대하여 알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국제기구, 혹은 정부에게

사회의 문제들을 더욱 깊숙이 탐구하는 1인 1주제 발표수업 활동을 진행하였

촉구할 수 있는 방향을 알리는 의견을 받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고, 인종차별 캠페인으로 인권쿠키를 팔고 남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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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에 임하기 위해 동아리 내에서의 규칙을 정하였다. 약속시간, 보고서 제출 시간 엄

지역사회나 학교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 정부를 넘어 국제사회에

수와 같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공동체 약속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지 못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우리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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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외되어 삶의 질이 낮아진 사람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할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동아리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마련하였

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

다. 무엇보다 조금 더 높은 동아리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아리 부원들이 서로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우리 모두 하나의 인류공동체라는 사실을 인

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사회적 소외라는 감정에 대해 이

하였다. 따라서 우리 동아리 2학년 학생들은 후배들이 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하며, 우리의 작은 도움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자

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아리의 프로젝트

는 의미에서 1학년 한명 2학년 한명을 짝지어 활동을 같이하는 직속을 정하였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창의융합 체험 한마당

-미세먼지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UN에서 정한 SDGs를 주제로 교내 동아리 모

봄철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미세먼지

두 각각의 동아리 특성을 살려 학생들 자발적으로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진행하

의 발생요인들을 나무의 뿌리로,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

는 활동으로 진정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하는지 알

향을 나무의 과일과 가지에 적은 미세먼지 원인과 결과 나무를 만들어 ASPnet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었다.

게시판에 게시하고, 미세먼지를 퇴치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세계아동노동 반대 인권 캠페인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세계아동노동 반대의 날인 6월 12일을 기념하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노동의 사례와 아동 노동의 실태 그리고 아동노동자들이 고된 노동 후에 받는
적은 임금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공정무역에 대해 알리는 캠
페인을 추진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세계 아동 노동자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와
아동노동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단순히 그들이 정보만 얻는 것
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 수요집회 참여
일 년에 한번 연례적으로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행사로서 올해도 수요 집회에
참여하였다. 고민 끝에 정한 문구로 피켓을 만들어서 가져갔고 진지한 자세로
집회에 임하였다.

자신의 진로에 맞게 사회문제 심화 탐구! - 1인1주제 탐구 수업
유네스코 동아리에 들어 온 만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까지 많은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동아리 학생들이 유네스
코 7가지 이념 중 한 가지를 주제로 선택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
해 오고 있다. 매주 동아리친구들과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

평화를 위하여… - 전쟁기념관 방문

고, 심화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하여 깨우치기 위해 전쟁기념관

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을 방문하였다. 전쟁기념관 방문 전 비상대피체험관에서는 전쟁 시 대피 행동요
령과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배웠고, 전쟁기념관에서는 그동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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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반도에서 있어 왔던 전쟁의 역사와 전쟁에서 사용했던 물품들 사건들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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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픈 기억과 UN의 참전용사분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 인권쿠키 만들기

다. 그 당시 1학년은 아이디어를 냈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으며, 정말 한마디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쿠키도 같은 모양의 쿠키는 존재하

도 하지 않고 동아리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올해 2학년이 되면

작년에 우리 동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부족했다는 것이

지 않는다. 모양은 달라도 모든 쿠키가 맛있는 것처럼 생김새가 달라도 인간의

서 동아리 부원들끼리 다짐했던 부분이 동아리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어 1학

존엄성이 누구에게나 적용되

년에게도 2학년에게도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받아서 다채롭고 획기적인 활동을

어야 한다는 생각을 깨우치게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쓴 만큼 우리는 동아리 시

해주는 인권쿠키 활동을 진행

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띠라서 어떤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였다.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항상 넘쳐났다. 올해 동아리 활동이 작년과 많이 다르지 않아 큰 틀에서의 변화

만든 쿠키를 재학생들에게 팔

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의 최대를 보여준 것 같았다. 특

아 나온 수익금 155,500원은

히 창의융합한마당에서의 체험부스 아이디어들은 하나하나 너무 다 뛰어났으

기부할 예정이다.

며, 2주간 회의 결과 정말 넘치는 아이디어들 중 뽑아 정말 획기적이고 재미있
는 활동을 만들 수 있었다. 누군가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활동보다 개개인의 자
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더 영향력이 크고, 성과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류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식개선 운동들이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동아리 내에서의 변화에서 얻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동아리 스스로가 변화하는데 충분했지만 그 영향이 다
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기에는 아직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미미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있었다. 교내 26개 학술 동아리 전체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
표(SDGs)를 주제로 자신의 동아리 특성에 맞춰 체험부스 활동을 진행하는 ‘세

국제적 의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 - 모의 유엔 대회

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창의융합한마당’ 행사를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모의 유엔 대회는 세계 각국의 나라, 국제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유네스코는

기구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단들이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여 결의안

다른 사람들에게 인류공동체 모두를 위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을 작성하는 대회이다. 올해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핵, 살상무기에 대한 규제

는 의미로 인식개선을 독려하는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다른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은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캠페인활동에 참
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쿠키는 팔기 시
작한지 약 20분만에 매진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기부할 수 있었다. 모
의 유엔 대회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세계 아동노동반대 캠페인에도
재학생의 참여자 수가 늘었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유네스코의 활동에
주목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
에도 많은 활동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력을 발휘하여 활동을 이어나간
다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진행한 활동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파급력이 굉장히 컸고, 참여도도 높
았지만, 그만큼 그냥 참여만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넘어갔던
596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모든 활동이

지를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활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 참가하는 학

다 기대보다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성공요인은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생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더 의미가

참여도,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활동에 정말 충실히 참여하고, 상호 간의 약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창의융합한마당에서 진행했던, 원산지 맞추기 게임

속을 잘 지킨다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

은 과일 꼬치에 들어간 원산지가 무엇인지 맞추어야 꼬치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를 제공하였다.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이 활동을 통해 친구들은 우리가 소비
하는 제품의 선택의 폭이 세계화로 넓어졌으며 그 만큼 나와 세계가 더 가깝게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연결되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 인권쿠키 판매 활동에서는 흑인, 백인,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황인 각각의 인종차별 사례를 적어 놓고 그 침해 당사자를 임의의 캐릭터로 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들어 해당 쿠키를 찾고, 그 캐릭터의 인종차별 사례에 대하여 말하면 쿠키를 하

나는 유네스코 동아리 장으로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에 참가했다. 짧은 시간이

나 더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

었지만 모두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각자 동아

도록 활동을 구성하여 더 많은 친구들이 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활동의 취지까

리에서 하는 활동들이나 위기 극복 방안,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

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아동

다. 이는 나중에 세계시민여행에서 돌아와서 학교의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 혹은 다른 학교와 같이 활동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

것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유네스코학교 학생들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만

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의 장을 종종 마련해 주신다면 서로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 활동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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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더 많다고 느꼈다. 작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유네스코의 메시

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또한 학교 친구들과 지역 사회가 지구촌 문제의 본질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구적 문제를 알리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문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제에 대한 친구들, 지역 사회의 생각과 반응이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진심

올해는 모두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는 활동에서 큰 강세를 보인 반면, 1인 1주제

을 담아서 그 문제에 대해 알고자 하고 바꾸고자 한다면, 큰 변화는 금방 일어

발표 수업같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동아리 내에서 진행하는 활동이 조금 빈약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하루에 모아서 모두 발표를 했을 때 자는 사람이 많았

마지막으로 올해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 많지 않았다. 우

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날짜를 분산해서

리가 실천했던 프로젝트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교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진행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초에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간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활동을 계획해 놓았지만 동아리 시간이 작년보다 줄었

년에는 조금 더 지역사회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자 한

고, 한 가지 활동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

다. 또한 의식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은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실천을 독려하는

거나 미루게 되었다. 보고서 제출과 같은 자료제출 시간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

캠페인 활동을 부족했던 것 같다. 내년에는 이에 대해 동아리 친구들과 상의하

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추진력을 발휘하거나, 일정을 조정해서 한다면 더 많은

여 캠페인 활동을 다양화하고자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누구나이다.”
누구나 조금의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세계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신동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미래이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한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세계에 잘 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홍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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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우리는 문화유산 지킴이
학교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북상하리길 69
지도교사
이지혜

학생구성원
김이중, 서준호, 이승영, 이용희, 김민지, 김수연, 우유진
김성훈, 임지석, 은다예, 김 건, 박예린, 안성찬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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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으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를 가

있나요?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는 충북·강원권 유일의 조리·관광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국의

또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의 가치’를 느낄 수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이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서

있게 되길 바란다.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풍부해진 경험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깊은 단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삶, 그리고 지역 문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작은 변화를 이끌

이에 지역 문화재 탐방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유서 깊은 단양의 역사를 학생

어내기를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욱 아름답게 보존되어 갈 수 있기

들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를 기원한다.

단양은 충북의 작은 농촌 마을로서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삼도 접경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단양의 특성을 활용해 타 지역 문화탐방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 주도로,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및 단양, 인접

이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문화 소외지역의 한계

지역에서, 문화재 탐방 및 환경보호 활동을, 관광지 보호와 예절 함양을 위해서,

를 극복하는 활동을 진행하려 한다.

학교 구성원 전체와 교직원 그리고 인근 유네스코학교와 함께 하고자 한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 곳곳의 문화재의
아름다운과 소중함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많은 문화재들이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재를 돌아 봄으로써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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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었나요?

[ 프로젝트 평가하기 ]

유네스코 동아리 문화유산 체험학습(2017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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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동아리 학생들 주도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장소를 선정했다. 이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체험학습이 결정되었고, 9월

경험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1년이었다.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실천

27일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해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우리의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평소 궁금증을 가

문화유산을 눈으로 확인하며 역사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었고, 우리 문화

지고 있었던 점을 직접 보고 느끼며 해결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유산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각지의 전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주변에 늘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짐

했다.

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위대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일들도 친구들과 선·후배와 공유하며 생각을 발

이의 보존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로 돌아왔다.

전시키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호텔관광고는 경험하고 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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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천하며 함께하는 유네스코 활동을 지속하려 한다.

문한 점도 색다른 체험이었다.
이번 체험학습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에게 단양이라는 지역적 한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의 극복 및 도시문화 체험의

처음 모임보다 두 번째 모임, 그리고 세 번째 모임에서 점점 참여자가 늘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것을 보며 학교에서 진행한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주변 친구들에게 체험학습의 경험담을 나누고 느낀점을 들려주며 유네
스코의 이념과 활동들을 공유했다. 친구들이 ‘재밌는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말
을 해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비록 지금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주도하고 있
지만, 지금처럼 유네스코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교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심의 증가, 이것이 올해
활동을 하며 가장 눈에 띈 변화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의 나눔부
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반드시 큰 변화가 생길

1학년 해외문화 체험학습-일본(2017년 10월 30일~11월 2일)

것이라 생각한다. 단양에는 많은 학교들이 유네스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 포함 1학년 전교생이 일본의 세계문화 체험학습을 다녀

올해는 교류가 없었지만, 단양에 있는 학교들과의 만남 횟수를 늘리고, 만나는

왔다. 우리와 다른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에 대해 생

친구들을 늘려나간다면 학교의 변화, 이어 단양이라는 지역에도 변화를 가져올

각해 보았다. 또한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담긴 귀무덤에 찾아가 묵념을 하며, 같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단양에 있는 학교들과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의 공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우리 학교의 배움을 다른 학교와 공

우리는 서로의 문화가 존중 받을 수 있는 배려의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려고 한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학교의 교내 동아리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학교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 11월 계획된 유네스코 동아리 레인보우 축
제를 통해 교내에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과 유네스코의 이념을 더욱 적극적으
로 홍보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이 크고 어려운 일이 아
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임을 알리고 친숙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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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nd I, We 프로젝트
학교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42
지도교사
임정수, 이득원

학생구성원
박세원, 김희주, 조은비, 김동범, 이지후, 최승아, 윤성환
정지민, 김혜진, 이승은, 이송은, 전지민, 김다현, 김다희
박지연, 허재은, 김지원, 김한주, 이경민, 유현준, 이재찬
이예은, 진채영, 박서연, 김민경, 김지현, 신승현, 윤병준
김소연, 오하은, 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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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 우리 부원들부터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려고 노력

우리의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인권, 다문화를 주제로 우리 지역과 사회에 존

하고, 우리의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모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

재하지만,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다루며 학교, 지

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며 활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천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알

역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모든 활동에서 부원들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
를 통해 사람들이 세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한 사람 한사람
의 행동이 변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계획과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평화롭고 지속 가능
한 미래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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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금연 캠페인

인천&서울 유네스코학교 연합 캠페인-세계시민의식 제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세계시민의식성을 확인하고 의식 개선을 위해 기획한 캠페인 활동으

을 알려주기 위해 길거리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직접 제작한 피켓과 담배

로, 한강 여의도지구에서 각 학교마다 준비해온 피켓, 판넬 등을 교환하고 팀을

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폐 사진, 환경 관련 OX퀴즈를 활용하였다. 혜

나누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추천도서,

화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해 마로니에 공원을 돌면서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영화를 소개하는 피켓을 통해 바람직한 세계시민의 태도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

금연입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캠페인을 알렸다. 캠페인을 통해 담배가 신

을 하였다.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진행하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협력을 기

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를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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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많은 사람들에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를 전달해주기 위해 교내 사
랑의 실천 한마당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활동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터 다누리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인권 관련 활동을 진행
성동청소년수련관 봉사 EXPO와 교내 축제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사이트와 다문화 사회 관련 신문 기사를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인권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선 봉사 EXPO에서는 ‘인권 카페’를 운영하였

쉽게 알려주고자 퀴즈와 피켓을 제작하였고, 백인을 뜻하는 생크림, 황인종을 뜻

고 인권 퀴즈를 만들어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또

하는 카스테라, 흑인을 뜻하는 오레오를 섞어 인종 차별 없는 사회의 의미를 담

한 포스트잇에 인권 침해에 대한 간단한 자신의 생각을 적게 하여 ‘인권을 존중

은 다문화 컵케이크를 만들어 나눠주었다. 이번 활동으로 여러 나라 문화의 다

하자!’, ‘모든 사람 개개인의 인권은 모두 평등하다.’ 등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진지하게 생각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PO 활동을 이어 교내 축제
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를 제
시하며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평화이다.”
우리 공동체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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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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1년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구 공동체 문제

프로젝트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제점을 직접 찾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관심과 참여를 위해 어떤 주제와 활동이 적합할지 구상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

까? 혹은 어떤 활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활동을 참여하는 타인의

되었다. 들여다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내며 사회를 바

입장이 되어 계획한 활동을 체험해보며 더 나은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었고, 실천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

렇게 동아리 팀원들과 오랜 시간 고민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해서 인지 프로젝

를 통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활동 하는데 있어 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참

트를 진행하였을 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어 효과

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되어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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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스스로 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다양한 활동을 했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학교인 만큼 교내학생들과

었던 점에서 큰 성과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이번년

함께하는 활동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봉사활동의 필수

도에는 학교 주최 행사들에서 인권과 다문화를 주제로 많이 참여하였는데, 활

요소 중 하나인 지속성을 항상 상기하며 활동을 하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동에서 제작한 퀴즈, 피켓 소개 등을 통해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다. 우선 전국의 유네스코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

학교들이 연초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을 인권, 다문화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이것과 관련된 활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부탁하고 싶은 점은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전

동에 참여하거나 직접 활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네스코 강연회를 통해 유네스코학교의 궁극적 목표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예
시를 제시해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다. 계획하는 단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활동에 있어 더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연말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에 그동안 한 활동 후기와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게 해야 할까요?

감사할 것 같다. 활동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하

다른 유네스코학교와 연합하여 캠페인을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

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부탁을 드린다.

서 서로 일정을 조정해가며 한 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연락을 끊지 않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성장이다.”
프로젝트를 구성,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수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박세원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가이드북이다.”
활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방법과 길을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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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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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도

있나요?

움을 주며 이 프로젝트가 모범이 되어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1. 외국인 노동자 인식 개선 프로젝트

지역 주민 전체에게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도

함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생활&거주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거리

모하려 했다.

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    
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
하천 수질 관리가 심각하여 악취가 나기도 하고, 미관상 환경을 해치는 현 상황에

2.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

서 하천 수질 개선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정화시키려고 하였다.

함안에는 옛날에는 깨끗하였지만 지금은 버려진 쓰레기들이나 관리 부실로     
인해 오염된 채로 흐르고 있는 하천들이 많다. 이들은 우리 지역의 미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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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들을 차지하고 있다.

1. 외국인 노동자 인식 개선 프로젝트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조사 패널 제작 및 설문조사 실시 (1차)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우드락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조사 패널을 만든 후 학생들의      

1. 외국인 노동자 인식 개선 프로젝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교내 학생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개선하여 외국인 노동

• 인식 개선 패널 제작 및 전시

자를 무서운 존재,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

우드락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     

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이 프로젝트가 모범이 되어 우리 학교

이 담겨있는 패널을 제작하고 이를 교내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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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조사 패널 제작(2차)

경상대학교 대학 박람회 동아리 부스에서 경상남도의 학교 학생들의 외국인에

우드락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설문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패널을 만든다.

2.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
• EM 효모 효과 관찰
EM 효모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채집한 하천수 표본에     
EM 용액을 넣고 기간별(1일, 3일, 1주일, 2주일)로 아질산염, 암모늄염, 인산염,     
질산염 농도 변화를 관찰한다.
• 하천 수질 개선 캠페인 실시
하천수를 정화시키는 EM 용액의 효과를 확인한 후, 수질 개선 캠페인을 실      
시한다.  
함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EM의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해 안내한 후, 함께 EM       
용액을 이용하여 EM 공을 만들어 신음천에 던지는 활동을 한다.

인식 실태 조사를 행한 뒤, 준비 해온 틀린그림찾기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

• 수질 보호 수칙 안내 & 캠페인 마무리

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질 보호를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수칙들을 알리
고 함께 하천 주변 쓰레기를 주우며 캠페인을 마무리한다.

함안고 교내에서 함안고 학생들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를 시행한 뒤, 학생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
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판
넬을 보여준 후, 학생들의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2차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예전과는 다르게 학교 앞의 신음천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함안 지역 사람들의
불만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신음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실태 파악을 위하여 신음천의 물을 채취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EM이 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EM 용액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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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대학박람회 동아리부스에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EM 용액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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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여 탈취제를 만드는 체험활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EM 용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액이 친환경적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또

외국인 노동자 인식 개선 프로젝트 &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 과정을 판넬에 소개하고 EM의 효과를 안내했다.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워 해결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고,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위해 황토, EM 발효액, 발효 촉진제를 이용하여 흙공

우리 지역 사회 문제를 우리 힘으로 직접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을 만들었다. 손도 더러워지고 발효제에서 냄새도 났지만 깨끗했던 신음천의 모

있었으며,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활동

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과정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협력 학생들과의 유대감과 협동심을 느낄 수 있었
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활동들이 모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작은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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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다면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면 더욱
뜻 깊을 것 같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1. 외국인 노동자 인식 개선 프로젝트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 인해 얼마나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는 2
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54명 중 약 61%인 33명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관
신음천에서 함안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2명 중 약 90%인 29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진행하였다.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

낄 수 있었고 EM의 효과를 우리

내 학생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

학교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캠
페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EM을

2.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

사용하여 환경을 점점 깨끗하게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로 인해 우리지역 하천의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을 알아보았다. 그 방안으로 EM 흙공을 하천에 던지고, 그 외에 하천에 쓰레기

들었다.

를 줍는 정화 활동을 하였다. 여러 방안을 직접 적용하여 하천의 오염도를 낮추
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하천 수질개선 프로젝트의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 지역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주웠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환경 정화의 효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서로 유대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쓰레
기를 주우면서 우리지역 하천 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하천 정화
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다른 학교와 소통을 한 계기는 경상대학교 대학박람회 동아리 부스 활동에 참
가한 것이었다. 그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소통하게 되었다. 앞으로
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박람회 같이 사
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는 함안의 하천에서 흙공 던지기를 할 때, 지나가는 분들
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것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앞으로 프로젝트에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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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 었던 것이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인식 개선 프로젝트는 교내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조사가 이루어

인식 개선 프로젝트&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 경상대학교 대

지다보니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의 참여 대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

학박람회 동아리 부스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서 원래 예정되었던 교내 학생

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

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계

조사의 대상을 일치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는 학

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박람회 참가를 통해 타학교 학생들의 활동 방법도 알

생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의 지원과 함께 프로

수 있었고 서로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뜻 깊은 기회를 가졌다고

젝트를 진행하면 더욱 체계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

생각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가 알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점
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의 문
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활동을 시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지렛대이다.”
적은 힘으로도 큰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처럼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의
작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함안고등학교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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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여자고등학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노력
학교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852
지도교사
강민아, 황 민

학생구성원
장수진, 김한결, 김은지, 한승현, 박수연, 소수빈
김하연, 최민지, 이나라, 이진희, 김보항, 최세린
김수현, 박혜린

협력파트너 : 전주신흥고등학교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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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한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있나요?

통해서 지역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을 기록하고, 앞으로 학생들

전북지역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결여된 편이며,

의 진로에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지
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주변의 지역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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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갖고,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이 프로젝트는 함열여고 유네스코 동아리를 중심으로 함열여고 학생들, 교직원,

되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

그리고 전주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를 이끌 계획이다. 활동은 4월에 시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 지역에 있는 미륵사지와 다른 문화유산, 현재 필

작해서 이번 해 12월까지 함열여고와 전주한옥마을과 학교에서 지역문화유산과

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넓은 의미로 다른 사람

행복나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에게도 역사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캠페인을 생각하게 되었다.

관련 문화 유산 자료를 검색, 수집하여 홍보에 필요한 피켓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캠페인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지역문화유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후에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자료

우리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관심, 홍보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한국사

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서 프

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자주의식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전라북도에 대

리허그 행사를 진행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사랑을 전

한 지역차별, 편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달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에 관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문
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를 지키고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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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지역 고유 문화 관심 유도 캠페인

제 2회 전북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의 날
지역고유문화를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우리의 목

교들이 모여 유네스코의 의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

소리를 내고자 전주한옥마을에

람들이 서로 다른 자신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음악에 맞춰 공연을 하는 것을 보

서 캠페인을 벌였다. 지역고유

고 언어가 달라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문화에 대한 설명과 문화재의

수 있는 문화 존중감과 이해심을 배울 수 있었다. 유네스코 관련 퀴즈를 풀어

특징과 설명이 쓰여진 판넬을

봄으로써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직접 유네스코 관련

준비하고 사람들의 설문을 할

기사를 검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네스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수 있는 판넬을 하나 더 준비하

에 힘입어 ‘비정규직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주한옥마을에서 한번

여 사람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더 실시하여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당성을 시각 자료를 활용해

관심을 유발하고, 설문조사와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캠페인 활동으로 얻어진 문제
인식을 통해 반성과 해결방안
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정규직 인권 캠페인
비정규직의 실태와 부조리함을 직장인 등의 사회인들에게 알리고 인식개선을
하고자 신흥고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에서 연합캠페인을 벌였다.
직장 내 비정규직이 겪는 상황에서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설문을
할 수 있는 판넬을 준비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한 판넬까지 함께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비정규직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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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전북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날을 맞이하여 전북의 유네스코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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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하며 그 주제를 더욱 더 깊게 다뤄볼 수 있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는 방식으로 소통하였다.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교외 캠페인을 주로 전주한옥마을에서 해왔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는데 있어 우선 프로젝트 진

다. 지역 문화 알리기, 비정규직 실태 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 준비도 하

행 과정에서의 준비성, 장소와 시간 선정, 주제를 정하는 것, 즉 프로젝트 진행

고 캠페인 화동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젝트 과정 준비를 통

에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해서 우리의 인식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지역문화의 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평소에 느껴왔던 사회 속 특정 문

관심과 무지를 인지하게 되었고, 비정규직 실태의 심각성과 부조리함을 간접적

제점에 대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점일수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렇

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자료들 중 중요하고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서

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참여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참여한 여러사람

눈에 띄고 보기 좋은 판넬을  만들고 인식개선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하는 과

들과 더욱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모두 직접 참여하

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우리와 같이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면서 짧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선정한다면 더욱 더 많은 사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하고 힘없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시민과

람들이 우리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인식하고 또 변화하며 이 변화는 프로젝트

함께 움직여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깨달음

를 알리고 소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고 소통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

을 얻었다. 캠페인 이후에 주변 사회의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

로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에서의 계획을 구체적

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탐색해 보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학

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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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생으로 변하였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우리 동아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문화재를 알아보고 이를 알리기 위하

기대보다 성공적이었던 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의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었다.

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캠페인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저 단순히 설문조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참여한 후 사람들의 대화에서 우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하고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그 지

리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오르내리며 한 번 뿐이더라도 우리가 다루고자 했

식이 널리 전파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던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같이 온 일행들과 우리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르바이트라는 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곤 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이 달성된 것

유로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 문제를 인식하여 또 다른 비정규

같아 보람을 느끼곤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직 차별문제를 조사하여 그를 토대로 가게가 많은 전주한옥마을로 나가 캠페인

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을 실시하여 가게의 고용인들도 볼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비정규직문

프로젝트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곤 했는데,

제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임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면 할수록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가 다

정규직문제해결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루고자 한 주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아마 성공요
인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해도 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사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람들에게 다가가면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한 번 쯤은 생각할 기회

게 해야 할까요?

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는 다른 학교와의 연합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

우리가 진행한 모든 것들을 좀 더 성공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던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소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

잡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먼저 바뀌고 먼저 보여준 솔선수범의 태도 덕분

하자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다른 학교의 학생들 모두와 우리 학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점도 있었는데, 바로 남성의 참

교 학생들이 모두 시간과 장소가 합의되어 여러 번 만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

여율이다. 우리가 처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문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제로 하

하여 카카오톡 앱을 활용하여 그룹을 나누어 소통하였다.

였는데 확실히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우리가 설문을 진행하고자

이 소통 방법은 적극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카

다가가 말을 걸면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예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하는 분들도

오톡 그룹 채팅 속 투표 기능과 익명 기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여러 아이들

꽤 많았다. 왜 이렇게 남녀의 설문조사 참여 비율이 차이가 날까 생각해본 결과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낮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우리 동아리가 특정 사회 문제를 담은 주제를 선정하

서 우린 남녀 간의 관심 차이를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다가 남녀 모두가 함께 공

여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스티커 투표를 통해 그 주제에 대한 지역사

감하고 관련된 의견을 내볼 수 있는 주제를 찾았다.

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바로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대우의 부당성이다. 요즘 남녀 가릴 것 없이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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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차별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얘기는 이 주제

을 하는데 제 시간에 온 친구들이 4명밖에 없어서 기다리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야 말로 남녀 모두 다가가기 쉬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 예상했던 대

있다.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조금만 더 신경써주었으면 한다. 그리

로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보다 남성분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확실히 남

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 스티커를 통해 시민의

성분들에겐 문화재 보다 더 다가가기 쉬웠던 주제였던 것 같다. 이 경험을 계기

참여를 동요하는 것 외에도 다른 설문지 조사나 포스트잇에 응원문구 쓰기 등

로 남녀의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더 다양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캠페인 활동 외에도 다양한 교외활
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좀 더 많은 경험과 유네스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에 대한 관심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유네스코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학교라는 것을 조금 더 홍보하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였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은 것 같다.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좀 더 전국적으로 유네스코학교

우리는 거의 모든 활동이 캠페인이기 때문에 의견마찰이나 소통이 잘 되어야 한

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많은 유네스코학교들

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아리는 그런 점은 참 잘 되는 것 같아서 보안해야 할 점

이 좀 더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많은 발전과 진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약간의 보안할 점을 찾는다면 최근 캠페인 활동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빛이다.”
가장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밝게 비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함열여자고등학교 장수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건전지이다.”
건전지가 없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듯이 청소년 세계시민이 없다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함열여자고등학교 최민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나침반이다.”
세계는 하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함열여자고등학교 김수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거름이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름과 같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함열여자고등학교 박혜린

610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세계로 뻗어가는 효네스코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94길 48
지도교사
조상길, 최형두

학생구성원
권윤교, 최윤서, 피수영, 권나연, 박정은, 이정윤
임주은, 조예은, 설수민, 서미경

협력파트너 : 대구광역시 학산종합복지관, 송현여고, 원화여고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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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하여 유네스코의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을 준비하여 학교뿐만

있나요?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효성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내에서 다문화,

노력했다.

환경, 세계화, 지역 고유문화, 경제정의의 다섯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며 서로 많은 의견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을 나누었다. 우리는 토의 결과 나온 여러 주제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다문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잠깐 대화만 해도 문화에 대한 서로서로의 견해가 매우 다르

와 세계화에 주목하였다. 이는 요즘과 같은 세계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다.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갈릴 정도인데 지역사회로만 나가

시대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이에,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

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었던 문화적 지식이나 인식들을 쌓거나 개선하고자 학교 중앙현관에서 다문

수 있다. 이러한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름을 틀리다고 하며 색안경을 끼고

화 골든벨을 실시했다. 각 대륙의 특징을 살린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와 세계

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의 틀

화뿐만이 아닌 환경, 지역 고유문화, 경제정의와 같은 주제도 함께 실현할 수

을 적어도 우리가 부술 수 있게 도와주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있었다. 남, 북극 부스에서는 환경오염에 관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지역 고

올해 많은 대외활동도 했다. 동시에 우리도 다른 부스에 가 보면서 스스로가 변화

유문화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이 각 대륙마다의 특징을 살려 주제와 게임을 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에도 우리의 활동이

련지어 만들었다. 또한, 여섯 대륙의 부스를 한 장소에 설치하여 전 세계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라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여행하는 것처럼 스템프트레일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각 대륙의 문화에 대한
퀴즈 풀기, 호주 부족 춤 따라하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희망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청 주관 부스활동에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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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약속(Action Plan)은 무엇이

유네스코 명사 초청 인문학 교실 개최 - 제갈덕주(문법과 높임말)

었나요?

4월 5일 수요일 동아리시간에 강사는 유네스코대구협회 창의력 개발센터장이

Q. 이 프로젝트는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

시고 개방형지식대사전 집필에 참여하셨고, 지금 경북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

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

하시는 제갈덕주 교수님이 ‘문법과 높임말’에 대해 재미 있고 유익한 특강을 해

A. 세계 문제에 관해 효성여고 유네스코 부원들과 지도교사가 5월부터 학

주셨다.

년 말까지 계획한 프로젝트를 효성여고 및 효성여고의 근처에서 학생들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구의 가톨릭의 중심인 성모당과 성유스티노신학교,
관덕정순교기념관 탐방활동

Q.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 삶과, 우리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4월 19일 반일제 활동으로 점심을 먹고 올해 첫 번째 탐방활동으로 대구의 가톨

변화를 만들고 싶은가?

릭의 중심인 성모당과 성유스티노신학교, 성직자 묘지, 관덕정순교기념관을 탐

A. 세계화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 프로젝트를

방활동을 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가 가톨릭 학교로서 우리학생들이 꼭 알아두면

통하여 일상 속에서 세계 문화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상하다, 틀리다라

좋은 역사와 순교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는 마음 대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WInS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효성여자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
회의 사람들도 이러한 활동으로 인식이 개선되어 지구촌 사회 발전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
 금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다문화 사회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이다. 우리 학교 주변만 돌아보아도 다문화 가정이 많다. 우리 사
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한 것에 비해 우리의 사고는 변하지 못했다고 생
각한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잘 알지만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 다문화에 관해서
공부를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번 대회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다문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 독일 수업 실시

화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5월 10일 6, 7교시 동아리 시간에 경북대학교에 온 유럽 독일 유학생 ‘다비드 뢰

•지
 역고유문화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키며 잘 보존할 의무가 있다

트거’ 학생과 통역인으로 온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4년에 재학중인 김희주 학생

고 생각한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백제역사지구에 가

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 독일의 문화와 예술, 교육, 음식, 전통 놀이 등등 다양한

서 지역고유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

부분까지도 교육하고 소중한 체험을 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중요성 등을 깨달아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
화가 일어나는 동기가 되면 좋겠다.
•쓰
 레기는 썩는 데에 오래 걸리는 것이 상당수이고 악취나 더러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크 아트(Junk Art)를 통
해 ‘쓰레기는 더럽다’라는 인식을 개선해 주고 싶었고 재활용을 하면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대회를 통해
상을 타게 되는 학생에게는 뿌듯함과, 예술 작품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알고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환경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섞이고 있어 그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교육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관심을 가지
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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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 몽골 수업 실시
6월 14일 6, 7교시 동아리 시간에 경북대학교에 온 아시아 몽골 유학생 '뭉크바

동을 했다. 신천에서 환경정화활동과 리트머스 종이로 수질검사를 했으며, 신천

이야르 엥흐징' 학생과 통역인으로 온 경북대 지질학과 4년에 재학 중인 김유진

환경지킴이에서 제공한 밀사리 체험도 했다. 봉사활동을 다마치고 김광석 골목

학생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 몽골의 문화와 예술, 교육, 음식, 전통 놀이 등 다양

길 투어를 조영수 해설사님의 해설로 대구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한 부분까지도 교육하고 소중한 체험을 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선비문화 체험 실시 - 구암서원

대구시 청소년 어울림 축제 참가 - 228기념 공원

5월 24일 수요일 동아리 반일제 시간에 북구 구암서원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7월 29일과 8월 26일 토요일 228기념 공원에서 개최된 대구시청소년 어울림 축

구암서원에서 맛난 점심과 선비문화 체험을 했다. 예쁜 한복을 입고 선생님들의

제에 참가했다. 이날 효네스코에서는 활동한 사진 전시와 설명, 체험활동으로

지도로 여학생들의 성인식인 계례 체험과 다도 예절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쉽지

페이스 페인팅, 실팔찌 만들기, 걱정 인형 만들기 등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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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대구협회 주관 신천 봉사활동과 김광석 거리 탐방활동
5월 20일 토요일 유네스코대구협회 주관 신천봉사활동과 김광석 거리 탐방활

않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정크아트 개최 -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모해 실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 러시아 수업 실시

2017년 8월 28일 중앙현관에서 효성여고 유네스코가 주관한 ‘정크아트 공모전’

5월 31일 6, 7교시 동아리 시간에 경북대학교에 온 유럼 러시아 유학생 ‘타티아

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출품을 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입상자가 결정이

나’ 학생과 통역인으로 온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2년에 재학중인 이승혜 학생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 러시아의

되었고, 작품들을 중앙현관에서 전시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들은 방송 조회 때 시상을 했다.

문화와 예술, 교육, 음식, 전통
놀이 등등 다양한 부분까지도
교육하고 소중한 체험을 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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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다문화 골든벨 -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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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8일에 실시한 다문화 골든벨을 점심시간 중앙현관에서 전교생을 대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상으로 개최되었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지금까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세계 시
민 프로젝트를 팀원과 함께 준비해 보고,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자료를 준비하
다 보니 이 세상에는 소중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가지의 주제에
는 속하지 않지만, 세계화와 다문화에 관해 찾아보던 중 인권의 중요함에 대해
서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남, 북극 부스를 준비하며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과 협력의 중요성도 느
꼈고 전교생이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리
에 마치기 위해 필요한 책임감이 많이 생겼다. 내가 진행하는 입장이라 세계주

중앙도서관 화폐기념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체험활동

제에 대해 얕고 단순한 지식이 아닌 깊은 지식이 필요했다. 이 과정들을 준비하

9월 13일 동아리 반일제 시간에 중앙도서관 화폐기념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체

면서 누구보다 관심 있고 애정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이 기회가 주어진 것에

험활동 및 탐방활동을 실시했다. 초조대장경을 통한 인쇄체험을 하고 한국은행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으로 이동해 화폐기념관에서 우리나라 화폐의 발전과정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단지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중앙현관에서 간단하게 부스만 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전의 준비과정이 너
무 복잡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잘 전해
질까라는 고민도 동시에 생기면서 열심히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웃는 모습에 내가 기획할 당시 힘들었던 순간
이 치유되는 기분이었고 내가 오히려 더 세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지난 1년간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많았지만 그만큼 좋은 결
과와 뿌듯함을 얻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대구교육청 창체 동아리 축제 참가 - 대구학생문화센터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2017년 10월 16~19일까지 4일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창체동아리 축

한 명의 변화가 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

제에 효성유네스코도 공모해 당선이 되어 그동안 활동한 사진과 체험수기를 모

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그에 대한 결과로 시행된

아 전시하고 체험활동으로 페이스페인팅, 실팔찌만들기, 외국 간식만들기, 외국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나의 변화로 인해, 우리가 고안

인옷입고 사진 찍어주기 등을 실시하여 인기 있는 코너로 자리매김했다.

한 프로젝트로 인해 잠시나마 학교 학생들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주어졌다
면 미래에는 큰 변화를 줄 것이다. 더구나, 다문화와 세계화, 환경, 경제정의 등
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면 이미 학생 본인들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에도 큰 영
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일환인 다문화 골든벨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이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들이 생겨나고 그 관심들이 이어져서
많은 참여로 이끌었다. 아이들이 각 대륙별로 어떤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존중
하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의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의 변화도 함께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

유네스코 축제 한마당 참가-대구시교육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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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단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대화 주제도 그에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축제한마당에 참

오고 듣는 사람도 몰랐던 점은 찾아가며, 알던 것은 함께 토론하게 된다. 이 과

가했다. 발표경연대회에서 PPT 자료 발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댄스는 동상

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깔려 있는 문화적인 인식에 대

을 수상하였다. 설수민 학생이 유네스코대구협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

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며 변화 또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활동 내용과 로드맵, 지도 등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이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
력도 배치해서 질서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게 해야 할까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행하다보니 생각보다 행정적인 절차에 막혀 실행하

학교 페북 페이지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가면서 홍보하고 소통했다.

기 어려운 프로젝트도 있었다. 어려운 일에 막힐 때에는 주변 선생님들과 직접

각 학교 단위가 아닌 학교와 학교끼리의 연합 활동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연합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았다.

해서 활동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신의 생활과 거리가 멀다고 참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

주어진 시간과 재정적인 지원 아래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가 가장

지만 지역사회가 곧 우리의 생활이 되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 동물들

정하기 힘들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큰 프로젝트라서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도 사랑할 줄 알아야 자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지루한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있었다. 빠르게 진행을 하기에는 집행부원 수가 모자라 효성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 위주의 프로젝트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를 더욱 더 발전시

부원의 힘을 빌렸고, 장소가 협소해 복잡했지만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일 수

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유네스코 학생들뿐만 아니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자칫하면 무질서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스 별

라 일반학생들까지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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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무지개이다.”
7가지의 주제를 직접 실현시키려면 조력자, 재정적인 지원, 참여 인원이 충분해야 한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을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
효성여자고등학교 최윤서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이불이다.”
밖에서 차가웠던 몸을 이불 안으로 넣으면 따스한 온기가 몸을 타고 올라온다.
이처럼 세계시민 정신도 한순간에 생긴다기 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성여자고등학교 임주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따스한 햇살이다.”
바람은 사람을 더 꽁꽁 싸매게 하지만 따스한 햇살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세계문제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세계화의 길이 햇빛에 응답해 활짝 열릴 것이다.
효성여자고등학교 권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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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

함께 그러나 다르게,
서로의 같고 다름을 이해하는 첫 걸음
학교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
지도교사
유영철, 정은희

학생구성원
신서연, 박효정, 김민정, 정민아, 방성준, 이동주, 모정인
임설빈, 박표정, 이상윤, 최관우, 조수빈, 조희연, 신지호
나용천, 박영민, 정민지, 박상균, 이학준, 최지은, 이영석
손평아, 이호수, 김동현, 백승민

협력파트너
교내동아리

학생회

전교생

교직원

지역사회

타학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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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하는 마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흥덕고

있나요?

등학교 학생들은 청주가 품고 있는 옛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지금까지 잘 몰랐었

해외여행, 해외봉사, 해외체험학습, 외국계열사 회사 취직 등 급속히 세계화

던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자부심을 키울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이 느끼게 될 이런

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행여나 자신이 속한 가정·사회적 배경을 잊고

자부심과 긍지가 모여 앞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동력원이 될 것이다. 무엇보

오로지 외국의 문물만을 추구하는 착오를 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 단기 프랜차이즈, 일회성 전시 행사 등으로 오히려 그 멋이 퇴색되는 안타까운

생각한다. 범인류적인 협력과 상생을 이상으로 삼되, 그 시작은 자신이 속한

현실을 인식하고,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아름다운 청주

지역사회부터 첫발을 내딛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

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작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
보고 미래의 청주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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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프
 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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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청주 및 청원지역은 중원이라 하여 교통 및 군사적 요충지로 중요
하게 여겨졌다. 현대에 들어 도시의 지위가 예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오

천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프
 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 문

랜 시간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의 축적을 도시는 기억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

제였는지,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다음에는 더 나은 활동이 될 수

과 비교우위를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청주가 갖고 있는 고유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의 멋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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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생에게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기 전, 우리 부원들이 먼저 제대로 알고, 실

재외동포이해교육(문화교류/교실활동)

라 생각한다. 자국의 역사를 알고, 주변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이와 연관지어 배

세계를 무대로 놓고 보면 한국은 어쩌면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인지도 모

우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지 가늠할

른다. 하지만 우리 동포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자신만의 포부를 펼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관계

고 있었고, 그 영향력을 각 국

에 대해 조사하였고, 현재까

가와 사회에 미치고 있다. 세

지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할

계시민의식의 큰 이념아래 우

머니들에 대한 사과요구가 어

리 동포들이 각 국가의 지역

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

사회와 상생하고 있는 모습을

는 시간을 가졌다.

알게 되어 자랑스러웠다. 앞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고등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
도로 국제시대를 살아가야 할

드리밍데이-역사바로알기(역사, 인권/교내 및 교외 자료 조사)

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

위에서 밝힌 인권유린사례 및

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여성 돕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우리의 배경지식
이 충분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잔반제로운동(세계화, 세계시민의식/교내캠페인)

그래서 되도록 많은 텍스트를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어른

찾아보고, 영상자료도 참고하

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급식시간마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만

였다. 이런 사전조사활동은 후

히 보다보면 지금은 어려웠다던 과거를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잔

에 학교 축제에서 역사 바로

반제로운동을 통해 나 자신이,

알기 ‘위안부 여성 돕기’ 캠페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밥상에

인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되었다.

노고가 들어간 음식이라는 것
을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영어 UCC 만들기 한마당(모교사랑 캠페인/교내)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

여름방학 과제로 영어 UCC 만들기가 있었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활동을 연속

하기를 바랐다. 다행이도, 캠

성있게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여름방학숙제로 할 영

페인이 끝난 이후에 많은 친

어 UCC 만들기의 주제를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지으면 어떨지 생각하게 되었

구들이 ‘반찬을 다 먹어야 하

다. 그 주제를 지역사회 알리기로 하고, 가장 가까운 학교소개부터 시작하였다.

는데’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흥덕고등학교는 학생들

보여주었다.

이 개인부터 단체까지 활발하
게 움직이는 학교이다. 그 대

역사속 인권유린사례 조사 및 위안부 여성 돕기 캠페인

표 격으로 학생회의 학생자치

(역사바로알기, 인권, 인류애/교내 캠페인)

법정을 들 수 있다. 제출된 작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품 중 가장 기억에 하나가 바
로 학생자치법정을 영어로 소
개한 것이다. 학교에서 사회정
의를 이룩하는 과정을 학생들
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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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알리기 프로젝트(문화교류/교외)

유네스코 - 학생회 연합 골든벨(시사이슈/교내)

2017년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가장 큰 3가지 행사 중 두 번째이다. 우

흔히 볼 수 있는 골든벨 대회 풍경이다. 하지만 그 주제는 사뭇 진지했다. 제주

리가 살고 있는 청주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인들에게 자기고장을 소

도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과 청주 지역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을 주제로 골

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사동과 광화문에서 주로 외국인을

든벨을 실시하였다. 다른 행사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열성적으로 참

대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응해주었다. 프랑스의 니스,

여해 주었다. 지역 알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우리

오스트리아의 짤쯔부르크, 독일의 드레스덴 등 우리는 외국의 소도시가 갖고 있

고장이 지니고 있는 문물의 소중한 가치를 돌아보는 기회였다.

는 매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고장 청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자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주를 다시 알고, 더 많이 사랑하
게 되었다. 이제 외지인들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그들의 고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푸른 빛 프로젝트(유니버설 토픽/교내)
우리 학교는 지난 몇 년간 유네스코 동아리를 적극 운영하며 내실을 키워오고
있다. 이번 년도에는 동아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동아리 활동의 방향을 개선
시키고자 많이 노력하셨다. 그 결과물이 푸른 빛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인권,
다문화, 세계화, 환경, 경제, 지역문화 등 전 방위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홍보자
료를 매월 교내 아트홀에 전시하는 캠페인 활동이다.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이슈를 다루다 보니, 동아리학생들뿐 아니라 전교생이 조
금씩 시사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정무역 프로젝트(경제정의, 인권/교내 캠페인)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문화교
류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소
통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영어 논술 한마당(시사이슈/교내)

화려한 포장 뒤에 있는 어두운

우리학교는 매년 영어논술한마당을 실시해오고 있다. 논술대회의 성격상 항상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보탬

우리 생활과 맞닿아 있는 주제가 시험문제로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교실을 포

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함한 학교 여러 곳에 CCTV 설치 찬반’, ‘한국의 투표연령을 18세 이하로 조정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한다.

찬반’, ‘학교단체급식 실시 찬반’을 주제로 대회를 열었다. 세계시민으로 거듭나
기 위해 인권과 관련된 여러
이슈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자신의 생각을 숙고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
는 기회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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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이 된 여러분! 지난 1년간 스스로가 어떻

된 시간이 많았다. 잔반제로운동과 공정무역 프로젝트는 교내캠페인으로 수일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간 기간을 잡고 진행했기 때문에, 전교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우

먼저 청소년 세계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조금 더 가까워진 우

리는 제작한 홍보자료를 들고 전 교실을 다니며 활동의 의의와 진행과정을 어

리 모두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싶다. 솔직히 잔반제로운동을 통해 무엇을 얻

필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호응해주었다.

을 수 있을지 긴가민가했었다. 우리가 반찬 좀 더 먹고 버려지는 양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

않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우리의 잔반제로운동 캠페

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인만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닐지 모르

올해 프로젝트는 처음 계획대로 잘 흘러간 것도, 잘 흘러가지 않은 것도 있었다.

겠으나, 약 2주간의 활동이 끝나고 보니 많은 친구들이 의식적으로 반찬을 남기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랐다면 욕심일지도 모른다. 지역 문화 탐방

지 않기 위해 조절하는 노력을 보였다. 중요한 것은 천지개벽할 변화가 아니라

을 하며 조를 짜고, 조사할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사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양보하고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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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통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역문화 알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료제작-역할분담-인터뷰’ 과정

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에서 한 두 가지 역할을 두고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지만, 자신이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역사바로알기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한 위안부배지 판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보고 양보함으로써 조원들이 협

매가 기억에 남는다. 한국 사람이라면 2014년 4월의 참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였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 사고를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말
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자기 몸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

에 그 표식을 지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스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돕자는 의미에서 나비배지를 구매하여 축제 때 홍보 및 판매하였다. 흥덕고 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구들은 우리의 기획을 널리 퍼뜨려 주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모른척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유네스코의 7대 이념과 방향성을 잘 띄고 있는 프로젝트

하지 말고, 힘을 모아 돕자는 우리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다. 이러한

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7대 이념 안에서 더 중요시되어야

것들이 크게 겉으로 보여주는 변화는 아니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

할 테마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아쉬웠고 요즘 사회

를 만들어 준 것 같다.

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인권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주제 형식을 추가하
여 더 짜임새가 있는 구성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교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잘 이루어지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

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충청북도 지역구 안에 있는 유네스코학교끼리 할

게 해야 할까요?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한정되어 아쉬웠다. 전국구가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구 유네

몇몇 프로젝트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와 소통하게

스코학교끼리 협력하고 동아리 부원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
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물감이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세계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시킬까?
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로 뭉쳐지고 섞이기 때문이다.
흥덕고등학교 방성준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세계를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흥덕고등학교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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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명학교·에코-러닝로드(Eco-Learning Road) 프로젝트
덕수학교·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행복

변화가
나의

세상의변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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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명학교

에코-러닝로드(Eco-Learning Road) 프로젝트
학교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225
지도교사
정수진

학생구성원
오성근, 최해일, 김남수, 이휘상
오강식, 강성윤, 노동욱

협력파트너 : 꿈꾸는 음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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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학교 주변 깨끗하게 만들기

장애학생들도 사회 녹색 소비자로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환경지

•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기

킴이로서 작은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에코-러닝로드(Eco-

•	에너지 절약하기

Learning Road)를 조성하여 환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
록 하였다.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일을 파악하여,
스스로 바른 환경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녹색환경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에코-러닝로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연과 친구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배웠으며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을 보호하
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
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와 인근 마을 등 지역사회에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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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실천하기 ]
친환경 음료 ‘매실청 담그기’ 활동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몇 달 동안 정성으로 키운 열매를 따며 수확의 기쁨을

6월 12일, 생태환경부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음료인 매실청 담그기

맛보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활동을 하였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매실청 담그기 활동을 하면서 매실이 우
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고 음료수 대신 매실청을 물에 태워 먹기로 약속

‘지렁이 똥 화분 만들기’ 활동

하였다. 우리 몸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7일, 생태환경부를 대상으로 학교 원예실에서 키우는 지렁이의 분변토를
이용하여 화분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지렁이가 어떤 동물이
며 우리 삶에 어떻게 이로운지
에 대해 배웠으며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고 콩을 심으면서 자
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
졌다.

‘문해 무비 데이’ & ‘Dream 드림 캠페인’
9월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학
교 문해 무비 데이에 참여하여 ‘할머니는 1
학년’을 보며 문해와 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나눔의식을 제고

물 정화 활동 ‘EM 흙공 만들어 던지기’
5월 30일~6월 7일, 생태환경부 동아리 학

하였으며 후속활동으로 Dream 드림 캠페

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근처 당제지 연못 물

인에 참여하여 저금통에 후원금을 모으는

정화를 위해 EM 흙공을 만들고 연못에 던지

시간을 가졌다.

는 활동을 하였다. EM 흙공을 만들고 연못
에 던지면서 물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환
경오염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통합교육 활동 ‘작은 숲 속 음악회’
10월 1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꿈꾸는 음악학교와 함께 숲 속 놀이터에서 작은
숲 속 음악회를 열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무대를 감상하고 간식시간에 함

‘태양열로 계란 익히기’ 활동

께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6월 1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태양열로 계란 익히기 활동을 하였다. 태양열로

가졌다.

계란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환경에너지와 대체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쓰고 있는 에너지에 대
한 절약 방법도 생각해보는 시
간을 가졌다.

‘상자 텃밭 가꾸기’ 활동
3월 30일~10월 27일, 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자
텃밭에 여러 작물을 심고 키워
보는 원예활동을 하였다. 학생
들 스스로 토마토와 고추, 가
지, 배추 등을 심고 키워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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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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상자 텃밭 가꾸기, 매실청 담그기, EM 흙공 만들어 던지기 등 장애를 가진 학생
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안하여 모든 학생들의 참여
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활동들을 통해 자연을 아
끼고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학생들 스스로 환경의 소중함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
지고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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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
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
유롭게 적어주세요.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환경지킴이로서의 역
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
회를 많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학생들이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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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게 감사드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1년 동안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러 환경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을 보였다. 그러한 학생들의 변화가 교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즐겁고 유익하게 환경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
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해보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의 에코 러닝 로드를 소개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
끌어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월에 대구문화센터에서 열린 동아리 축제에 참여하여 여러 학교의 교사와 학
생들에게 에코 러닝 로드의 정의와 의미,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부스에
서 간단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
그램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꿈꾸는 음악학
교와 협력하여 학교 숲속 놀이터에서 작은 숲속 음악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무
대를 감상하고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였다. 우리 학교만의 환경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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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행복
학교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예향로 1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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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원, 김한나, 정지은, 최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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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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으며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지적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어,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	아주 칭찬해

위하여 무엇을 한다든가?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	봉사활동(학교행사 도우미, 지역사회정화활동, 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등) 참여하기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행복>이란 프로젝트는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에서도 지적장애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을 통한 나눔 실천 활동에
서 지적장애 학생들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만들고
자 함에 있다.

학교 그리고/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먼 ‘세계’ 또는 ‘유네스코’란 용어보다는 현재
나의 위치에서 친구들과 선후배 사이,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나눔과 배려
를 실천함을 기대하고, 지역사회에는 지적장애 학생들도 소소하게 나마 다
른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
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지역사회에 알림으로써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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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운동 전개

마음까지 깨끗해요! 지역사회 정화활동

하루 종일 함께 사는 친구들끼리, 온종일 함께하는 선생님들끼리, 서로서로 정

4월 4일, 강진군 성전면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성전면 일대에 널브러져 있는 쓰

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만나면 웃으며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서로를

레기 줍기 활동을 하였다. 항상 안쓰럽게 만 생각하였던 우리 학생들이 청소하

즐겁게 하고 행복을 기원함으로 인사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아주 칭찬해! 엄지 척!

쑥쓰러움이 사라질 듯 사라질 듯 하면서 입안에서 근질근질 맴도는 “사랑합니
다”라는 인사말 속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싹 틔워 가고 있는 중이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특수학교

[ 프로젝트 실천하기 ]

가족사랑! 교통안전캠페인 봉사활동
고운 마음 쌓기 운동 전개

6월 20일, 강진경찰서 교통계 경찰관들과 함께 강진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횡단,

고운말, 아주 칭찬해! 바른 인사, 아주 칭찬해! 사이좋은 친구, 아주 칭찬해! 칭찬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자전거 운전 등과 관련한 안전유인물을 배부하며 교

하는 사람, 아주 칭찬해! 약속

통안전캠페인을 하였다. 다른

잘 지키는 사람, 아주 칭찬해!

사람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서로 돕는 친구, 아주 칭찬해!

안내하면서 평상시 우리들의

를 생활화 하는 친구들에게

무감각한 교통의식에 대해

사랑나눔! 행복탑! 마일리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카드를 주어 고운맘을 쌓고

하였다.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
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사제동행 순찰
학기초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유네스코 동아리활동 회원 2명과 교사 2

고운 마음 쌓기 보상 작은 쉼터 운영

명이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내 사제동행 순찰활동을

학생들의 바른 행동에 대한 즉각적 보상과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으

지속해 오고 있다.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상처주는 말을 하던 친구들도 점차로

로 사랑 나눔! 행복탑! 마일리지 카드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여 작은 쉼터에 있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해오고 있다.

는 과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들의 부적응행동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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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평가하기 ]
아픔을 함께 나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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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보다는 조금은 먹고 살기 힘들고, 헐거워진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닐 수

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조차 없는 이웃나라 사람들을 위해 학교행사가 있을 시나 평상시에 사랑나눔!

학교폭력예방 순찰, 도우미, 친구들 돕기, 행사 도우미 활동들을 하면서 처음에

유네스코 모금함에 정성된 마음을 다해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는 꺼려했고, 나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해서 하기 싫어했지만 친구들을 이

모금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총 10회에 거쳐 500,000원을 모금하였으며,

해하고 내가 도와줌으로써 친구들이 좋아하는 표정을 보고나서 적극적으로 나

2017년 12월에 유네스코 본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고 싶어졌고 불편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더욱 더 도와주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도우기에 나서는 내가 되었다. (윤○진)
학교행사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베풀고 짜증내지 않고 잘
도와줬다. 티비를 시청하면서 한 아이가 아파서 모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
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어려운 친구들을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나)

여
 러분의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내가 한 친구를 도와주면 다른 친구들도 한 발 앞서서 도와주고 거동이 불편한
친구를 거들면서 천천히 가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해해 주고 기다려주거
나 옆으로 비켜갔다. (김○나)

직업인 체험, 행사 도우미 봉사활동

학교선생님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모금함(기부) 행사를 하고 계셔서

11월 3일, 덕수장터 행사시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계산을 하는 등의 행사진행 도

나 또한 길가에 가면 어려운 분들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 예전에 목포터미널에

우미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으며,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직업인의 자

앉아서 바구니를 들고 동전을 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지나 간 적이 있

세를 배우기도 하고 있다.

다. 학교에서 너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난 그 일로 자괴감이 들었지
만 이번에는 꼭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 때문인지 길가에 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맛있는 걸 사준다. (이○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
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광고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2. 블로그에 올린다.
3.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한다.
4.	길을 가다가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남이 하겠지?’라는 편견 버리고 먼저
다가가서 도와준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위와 같이 하면 사람들은 조금이
나마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효사랑, 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매년 강진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올해는 11월 24일에 진행
하였다. 안마해 드리기, 책 읽어 드리기, 청소하기, 재롱부리기 등으로 어르신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 오고 있다.
지금껏 받음의 기쁨만 챙겨
왔던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도
기쁨 주는 활동을 해 오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희망
을 품을 수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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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그리고 유네스
코한국위원회, 선생님, 학교, 친구들, 지역사회 등에 부탁하고 싶은 점을 자

다른 교사/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유롭게 적어주세요.

1.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2. 귀찮음과 편견 버리기

쳐다보거나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견이라는 쓰레기는 버리고 ‘남이 와서

3. 사랑할 줄 아는 내가 되기 (윤○진)

해 줄거야’라는 생각보단 스스로 먼저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힘든 사람들
을 두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도와주면 좋겠다. (윤○진)

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다. 항상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

이 세상에는 엄청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추위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을 했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이모들에게나 형, 누나들에게 어려움을

그런 사람들을 더욱 더 보살피고 우리가 지켜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관심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사랑이라고 했

이나 작은 손길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어려움이 닥치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생들, 누나, 형들이 있어 든든

모금함 행사를 하면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송○영)

라도 투자를 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부탁해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학교 이야기 • 특수학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기대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성공요인, 그리고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송○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윤수진이다.”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
덕수학교 윤수진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유네스코 모금함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동전을 몹고 맛있는 걸 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덕수학교 송대영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마음이다.”
마음이 여려 힘든 사람을 못 지나가고 도와주기 때문이다.
덕수학교 정하나

“나에게 청소년 세계시민이란 장애이해이다.”
편견이 아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덕수학교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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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
캠프 참가 소감문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허연주

처음 동아리 담당선생님께서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해주셨을 때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사실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부장인 내가 우리
학교와 동아리를 대표해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그 외에 각
기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무리 없이 2박 3일을 보낼 수 있을지, 학교 수업에 빠져 나
중에 진도를 잘 따라잡을 수 있을지 등 스스로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가장
먼저 도착했었는데 그때 어색했던 나에게 먼저 말 걸어주시고 웃어주신 멘토 선생님들의
웃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 같은 조 친구들과 생각보다 빨리 말을 텄고 숙소도 깨
끗하고 넓어서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교 기숙사와는
다른 구조의 숙소여서 그런지 괜히 두근거렸던 것도 같다. 2박 3일의 여정 동안 여러 강의
와 체험활동을 했었는데 한 치의 거짓도 보태지 않고 전부 의미있었다. 특히 내가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졸지 않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전력에서 나오신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을 때는 우리 동아리가 진행
하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난다. 환경 문제를 단순히 ‘북극
곰이 먹을 게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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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고 또 그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전기 절약을 하

이지 않을까. 그리고 17가지 문제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

는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대한민국

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무엇을 최우선하기보다는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노력과 제도적 충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내를

해야할 것이다.

넘어 국가 간 국제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토대로 이루어

내가 평소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난, 불평등, 인권 등에 대해 많은 관심

져야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최근 파리협약과 유네스코를 탈퇴한 미국이

을 가지고 있고 진로도 그쪽으로 희망하는 편이었지만 스스로 원하는 기

국제적인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꿈을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겪

위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

었다. 그렇지만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진정

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이 해 주신 세계

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은 쉽게 만

시민특강을 듣고 뜬구름잡기처럼 느껴졌던 세계시민에 대한 나의 생각

날 수 없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귀한 연을 맺을 수 있었다.

을 정립할 수 있었다. 단순히 국제 사회에서 말 한 마디로 일 처리를 좌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똑같이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

지우지하는 사람이 세계시민이 아니라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세계의 평

력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1학년 때부터 유네스코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

화, 자유, 인권, 환경 등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프로젝트에서 제시하

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종종 생각하곤 하지만

는 일곱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세계시민이라는

그래도 2학년 때라도 늦지 않게 참여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일이었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나의 영향

다. 학교 차원에서도 한 번도 해 본 적 없던 새로운 활동지를 개척할 수

력에 대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며 나의 사소한 언사와 행동으로 타인에

있어 좋았고, 동아리 부원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능력치

게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에 대해 확인해보고 직접 실천해야만 알 수 있는 팀 내 협업을 배울 수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와 교수님께서 MDGs와 SDGs에 대해 소개해 주셨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레인보우 학교 학생들, 동

을 때 ‘내가 모르고 사는 일이 정말 많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세대가 거

아리 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도움을 주시려 했던 담당 선생님까지

듭할수록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다르고 동일한 문제라도 해결 방법이

나에게 소중한 영감들을 너무 많이 얻었다. 모두에게 소중하고 잊지 못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생각이 모여야 할 것 같다. 특히나 교수님께

할 기회를 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게 대단한 감사를 드리며 나중에 고

서 17가지 목표 중에 가장 먼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셨

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또한 오래도록 만날 수 있기를 염원

을 때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선뜻 고를 수 없음에 슬픔을 느끼기도 했다.

하며 글을 마친다.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과
세계시민청소년
프로젝트
세계시민
학교 이야기
선언문• 초등학교

문제, 특히나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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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변화, 세계시민
광양백운고등학교 한경용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이라는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여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지금까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순간이 많다. 어느 덧 2년 동안 나는 의
미 있는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노력하는 과정 중 가장 나에
게 빛났던 순간은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 이지 않을까 싶다. 유네스코학교 대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함께 2박3일 간 세계시민에 대해 배우고 공유를 할 수 있
는 기회였다. 나는 현재 전남 광양시에 거주한다. 세계시민여행의 집합지는 ‘서울
특별시’이다. 물론 나에게 서울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
나기 위해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혼자 당차게 출발했다.
혼자 서울을 떠나는 것은 18년 인생 중 처음이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기대감
에 차있던 나는 친구들과 무엇을 공유할까,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을 할까, 무엇을 배
울까 온갖 생각을 했다. 도착한 뒤, 모두가 서로 어색한 가운데 버스에서 내뱉은 첫
마디. ‘어디서 오셨어요?’ ‘전남 광양이요.’ ‘아~전남!’ 전남부터 시작해 제주도까지
정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세계시민여행.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준비한 2박3일의 일정은 빠짐없이 나에게 필요한 공부였고 활동
이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많
았고 나로부터 시작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것도 있었기 때
문이다. 먼저 세계시민이란 무엇일까? 프로그램 이름도 ‘유네스코 세계시민여행’이
다. 세계시민이란, 세계화에 힘쓰며 평화, 인권 등을 생각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다. 나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가 되며 곧 모두가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활동으로 나는 점차 세계시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마지막 날에는 세계시민
으로써 당당히 앞장서 전파할 수 있는 청소년 세계시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를 제외한 그곳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아직
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
각한다. 나도 그렇다. 세계시민여행을 마치고 난 뒤 학교에 돌아온 나는 우리 학교
의 유네스코 동아리 부원들에게 세계시민여행 후기를 알려주며 진정한 참뜻을 가
르쳐 주고 활동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계획했던 활동들은 미루고 세계시민 교
육을 통한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무사히 뿌듯한 활동을
마쳤다. 세계시민여행에서 배운 말이 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내
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되었다. 이제는 10대의 친구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
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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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프로젝트 박람회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 윤은수

2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하나 말하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난 6월에 다녀온 ‘세계시민여행’이라고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설명을 듣고 참고를 할 수 있었

말할 것이다.

다. 이 박람회를 둘째 날에 했었는데, 첫째 날 동안 친해지지 못했던 친구

여행을 가기 전에는 세계시민여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

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 같다.

지만 작년에 다녀 온 학교 선배가 해 주신 설명을 듣고 참가를 결심했다.

또 몇 개의 강연을 듣기도 했는데, 둘째 날 들었던 강연이 가장 인상깊었다.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수학여행 기간이었기 때문에 꽤 피곤했다.

기후변화와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빈부격차를 다루는 강연을 듣고 조금은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기대와 설렘에 잠을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알고는 있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한 채 관심도 가지

설쳤던 기억이 난다.

지 않았던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면서 그 동안의 내 태도에 대해 반성

사흘 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가장 기

했다. 기후변화와 빈부격차 등의 문제로 피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그

억에 남는 활동은 레인보우 프로젝트 박람회이다. 각 학교 대표가 만들어

동안 모른 척 해왔었다. 하지만 강연을 듣고 대구로 돌아와 조금 더 관심을

온 자료를 박람회 형식으로 관람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었다.

가지면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도 영향이 생겼다. 내 진로에 대해서

서울, 충주, 진해, 부산 등 여러 지역의 친구들이 모인 만큼, 대구의 문제와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

는 또 다른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었다. 한 친구는 학교 주변의

여행을 하던 당시에도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중이

큰 호숫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제로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친구

느낀다. 세계시민여행을 다녀오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내 미

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학교 앞에 있는 두류공원과 성당못이 생각났다. 우

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지금도 이때까지 해 왔던 유네스코

리도 그 학교와 비슷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

활동 중에서 가장 참여하기를 잘 한 활동이고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모를 하기도 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학교도 있었다. 평소에

느끼고 있다.

633

청소년들의 도전!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2017 레인보우 세계시민여행 - 학생 후기

여행이라는 말은 놀라운 힘
목상고등학교 박찬결

18살. 언뜻 보면 다 큰 것 같지만, 다 크지는 않은 나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고 싶은 것과 현실이 충돌하는 나이. 세계시민여행 마저도 입시에 영향

이 발표회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친구들에게 PROJECT에 함께 하자고

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갈까 말까 고민했던 내가 있었다. 하지만 “나의 변

이야기 했을 때 ‘이상’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 2017 유네

화가, 학교에서, 지역으로, 세계의 변화로” 라는 표현은 18살 ‘나’라는 소

스코세계시민여행에서 본 모든 친구들 마다 세상을 변화하려는 의지가

녀에게 직면한 현실의 장벽보다는 꿈의 씨앗을 깨워주는 문구였다. 쉽게

눈에 담겨 있었다. 왜 유네스코가 ‘교육’에 힘을 쓰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지나칠 수는 없는 문구였다.

되었다. 유네스코에서 후원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활동은 청소년들이

생애처음으로 혼자 서울행 기차를 탔다. 낯선 땅에 내려 어디에서 셔틀버

평소 접하기 어려운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가깝고도 먼 미래의 세계로 향

스를 탈까 두리번거리던 중, 커다란 종이전지를 가지고 있는 소년, 소녀들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도맡아주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보였다. 전지에다 각 학교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라는 준비물이 있었기

열여덟 살, 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성장하고 있는 나이.

때문이다. 덕분에 어렵지 않게 말을 걸어 함께 버스를 찾았다. 낯선 풍경이

어떤 측면에서는 꿈을 가장 포기하기 쉬운 나이이기도 하다. 여행이라는

쉴 새 없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질문이 문득 뇌리를 스쳤다. “왜 ‘세계시민

말은 놀라운 힘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휴식을 원할 때 일상의 탈출구로

여행’이란 이름을 지었을까?” 세계시민교육도 아닌 세계시민여행. 수수께

여행을 가고, 여행의 과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는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

끼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으며, 우리의 2박 3일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하고 다시 일상과 마주하게 된다. 시민여행을 통해 내가 보게 된 것은 ‘희

기후변화 강의, 기아체험, 인권선언 개정하기,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프

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내 자신이었다. 다

로그램들은 중소도시에 속하는 ‘목포’에서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

시 일상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나는 아직도 여행 속에서 느꼈던 ‘희망’을

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중 특히 많은 자극을 받은 것은 ‘학교별 프로젝

가슴 속에 품고 있다. 차가운 대지를 박차고 세상 밖을 향해 틔울 싹의

트 발표’였다. 우리학교의 프로젝트는 ‘DREAMING FOR CHANGE'라는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름으로, 동아리구성원 1인 1PROJECT를 설정하여
해내는 것이다.
입시생활로 또는 다른 이유들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적’이나 그 외의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 속에서 꽃다운 고등학교 생활이 자신을
잃는 과정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만든
프로젝트이다. 각 학교를 대표하여 모인 전국의 학
생들에게 목상고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설명하
는 내내 쿵쾅거리는 심장의 동요를 잠재울 수는 없
었다. 아무래도 학교만 보고 있으면 지금의 내가 하
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전국
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학교와의 소통
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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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이 되어 한 선택 중 가장 잘한 일
처음에 선생님께서 세계시민여행을 다녀오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을 때
는 사실 속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걱정이 앞섰다. 내가 학교의 대표가
되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나도
못나 보이고 뒤떨어져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이것 또
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해보지 않고 후회하기 보다는 무엇이던지 간에 일단
경험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기쁜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행
날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여행에 다녀온 지금의 저는, 그날 제가 한 선택이 2학년이 되어 한 선
택 중 감히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여행에 가서 다른 학교의 친
구들을 만나고, 각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가, 또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진
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거나, 우리에게 보완점을 찾
기도 했다. 그리고 각자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피드백받는 시간 외에도, 좋은
강사님께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 강의를 듣고, 빈곤게임과 같이 빈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라면 그저 학교 수
업을 듣듯이 재미없게 듣고 지나쳤을 내용들을 흥미롭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각종 지식을 얻은 것 외에도 그저 다
른 학교의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이 여행이 제게 성공한 여행
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만 있었다면 말 그대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그
저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틀에 갇힌 생각만 했을 저는 이
번 여행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여러 주제를 놓고 진지
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 다른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러 감정들을 많이 느꼈다. 여기에 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이다보니, 생각이 깨어있고 의식적인 친구들이 많았고,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더욱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끝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
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친구들을 얻게 된 것 같다.
내년에도 다른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고민하
지 말고 우선 반드시 참여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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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라는 말은 놀라운 힘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곽동길

처음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는 친구가 없어 쭈뼛쭈뼛 앉아 있던
내게 마치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너무나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역시 세계시민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 조로 편성되어 ‘빈곤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
서 가까워졌고, 당시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곳에 모인 이유를 우리 스스로 알아가고 있었다. 서울
대학원, 한국에너지공사 등에서 오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우리 지구촌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 까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도 하였다. 이렇게 나온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어느덧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선언문이 완성되어 가고 있
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세계시민선언문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
데, 평화, 인권을 포함한 7개의 선언문을 모아 보니 정말 친구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에 대한 생각을 많
이 했고 관련 배경지식도 풍부한 친구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친구
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고, 한층 더 성장해 떳떳한 청소년 세계시민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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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질 나를 다짐하는 시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박윤진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은 진정한 세계시민이 되고자 하는 학생
들이 서로 토의하고 학습하면서 이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구촌 목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었기에 이 캠프
에 참여하게 되었다. 세계시민여행 당일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난 학
생들은 금세 유네스코와 세계시민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
다. 어쩌면 사는 동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세계시민박람회를 통해 각자 학교에서 진행되는 유익한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
을 서로 공유하며 조언을 주고받고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서울사대부고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진행한 세계음식문화축제와 공정무역행사
부스 운영, 이면지 재사용을 통한 이면지 노트 만들기 대해 소개해 주었고 친구
들은 자신의 학교에서도 실천해보고 싶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였고 세계시민을 향한 창의적인 활동을 계획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세계시민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게임을 통해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는 주제 활동이었다. ‘침묵의 카드게임’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는 게임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보와 존중 없이는 공존할 수 없
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실제로 세계시민여행이 끝난 후에 직접 서울사대부고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이 게임을 해보면서 우리학교 학생들도 인권존중의 필요성을 인
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박 3일간에 청소년 세계시민여행을 통해 진정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우
고 실천할 수 있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제들에 대한 선서문을 직접 작성하
고 선서하면서 더 나아질 나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시민이라
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모인 친구들이었다. 저마다 사는 곳은 달라도 비슷한 관심
사를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다시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학교에서 진행되
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세계시민 의식이 확대되어 모두가 진정한 세
계시민이 되는 날까지 유네스코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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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나, 이웃, 나라, 세계가 마주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
둘, 우리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 지속가능발전, 문화 다양성 등의 보편적 가
치를 존중한다.

평화 셋, 우리는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류의 공존을 위하여 지구촌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평화적 절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인권 넷, 우리는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
념이 다를지라도 모두의 천부적인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문화 다섯,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다
른 문화를 존중하는 세계시민이 된다.

환경 여섯, 우리는 앞으로 지구촌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지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환경 문제
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세계화 일곱, 우리는 화목한 지구촌의 이웃으로서, 이해와 평등의 시각을 통해 소통한다. 또한, 서
로가 직면한 범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고유문화 여덟,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경제정의 아홉,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균등을 추구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우리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참가자들은 나의 변화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위 아홉 가지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나와 가족, 학교, 마을, 대한
민국, 나아가 세계의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세계시민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2017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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