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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유네스코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세계시민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통하여 범지구적인 

공통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걸하기 위해 노력해 온 활동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학생 

들에게 인식의 변화와 가치관 확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참다운 발전을 이 

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시민선언을 동해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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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 

1. 공존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경쟁에 임하자 

경쟁은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과한 경쟁은 끊임없는 갈등만을 일으킵니다. 경쟁 상대 

를 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2.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을바른 대화법으로 상대와 소통하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생기는 오해가 갈등을 볼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타인에 대해 관심욜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에 임하겠습니다, 

3.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하자 

남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애는 이기 

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겠습니다 

4. 상대방에게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지 말자 

스스로가 옳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 또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역지사 

지의 자세로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5. 내가 상대방의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사회에서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권부터 생각하기 

거창한 일이 아닌 작은 실천부터가 인권율 지키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2. 대화할때 바른 말고운 말사용하기 

비속어를 듣고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것도 인권 침해의 일환이 될 수 있다, 

3. 상대방의 말 경청하고 칭찬하기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이 서로의 인권을 지키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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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한다면, 나 또한 선입견으로 인해 차별 받을 수 있다. 

5. 인권문제에 관심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기 

새터민, 다문화 가정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야 율바른 방법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
『
 

5
臼

1. ‘다문화'를 틀에 갇혀서 생각하지 말고 단어 그 자체 의미인 ‘다양한 문화’로 인식하자. 

우리나라에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국제결혼 가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할 때 다양한 다문화 예시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이라는 다문화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 우리 스스로 다른 문화틀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률 가지자.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이해는 편견과 차별을 볼러일으킨다,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3. 다문화 인식개선 대상을 학생에서 외국인, 어른으로 확장시켜 나가자. 

레인보우 프로젝트 진행 시 개최되는 행사가 학생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사의 효과가 미미하 

댜 어른들이나 외국인들은 다문화 교육의 기회가 학생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보다 넓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활동대상을 지역주민, 외국인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4. 다문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자 

학생으로서 다문화 행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보다 깊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다문화 전문기관들과 연계하여 더욱 효과적인 프로젝트 성과를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1. 잔반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음식물을 남기는 것은 자원낭비일뿐더러 환경오염도 심화시킵니다, 

2. 대증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5% 감소됩니다, 

3. 에어컨 적정온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에어컨 적정온도를 지키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세제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펌프형 제품 대신 튜브형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 사용량이 줄어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후손에게 쓰레기 호µ!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우리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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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보다 만들지 않는 것을 더 증요시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겠습니다, 

7. 양치할 때 양치 컵을 사용하겠습니다. 

양치 컵을 사용하면 하루에 9.5L의 물이 절약됩니다, 

8. 주변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주변 생대계를 둘러보며 우리들이 오염시킨 환경에 대해 반성하겠습니다, 

$ 
세계화 

' 
지역고유문화 

1. 우리 문화를 먼저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해야 타 문화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를 알지 못한 채로 다른 문화를 수용한다면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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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문화에 대한선입견을갖지 않겠습니다. 

낯설고 다양한 문화에 관해 편견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우리 문화에 관해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화를 방해하는 벽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않겠습니다 

3. 서구화는 세계화가 아님을 명심하겠습니다. 

세계화는 서양식으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무조건적인 서구의 수용을 지양하겠습니다, 

4. 우리의 것을 다른 나라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사회이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홍보하겠습니다, 

1. 내가 먼저 나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심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홍미가 없다면 지역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내가 먼저 체험해 보겠습니다 

평소 학생들이 문헌이나 자료로 접하는 지역 문화에 대한 정보는 다소 피상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지 

역고유문화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보다 실재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3. 내 지역의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지역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민이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 

로 홍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댜 자기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 확산될 때, 지역문화의 지속, 보존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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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보다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외식업계의 각종 데이 상술(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등)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 
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체적인 소비습관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3. 증간유통 단계의 거품을 즐이는 직거래 및 공정무역 상품 등을 이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고 소비자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기업의 블공정한 거래행위 감시를 타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앞장 
서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이므로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과시를 목적으로 한 외국상품과 매이커 상품의 소비롤 지양하고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습관은 건강한 소비를 해쳐 가계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6. 경제정의의 실현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기부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을 통한 경제정의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선언문 위 7가지 주제에 대한 실천 과제들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위의 2013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선언문은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수정한 내용과 문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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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UNESCO 

유네스코(UNESCO)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로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 

서의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고자 설립된 유엔전문 

기구입니댜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창설된 이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의 활동을 통하여 유엔 헌장이 명시한 보편적 정의, 법률, 인권, 기본적 자유를 촉진하 

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는 전 세계 58개 

지역사무소와 10개 산하기구, 그리고 국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양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문화다양 

성, 세계유산 보호, 모두를 위한 정보(IFAP), 생물권 보전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며 전세계 인류의 마음에 평화를 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마음속이다. 

一"［川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 -유네스코헌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정부, 

교육 · 과학 · 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4년 1 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60주년을 맞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총회 등 국제회의 및 국제협 

약 체결에서의 한국 정부의 활동을 자문 · 지원할 뿐 아니라, 교육 · 과학 · 문화 분야 

에서의 다양한 사업을 국내외에서 펼침으로써 유네스코 이념과 목표를 전파하는데 주 

력하고있습니다 

또한 여성, 아프리카 등과 함께 유네스코 주요활동분야의 하나인 청소년과 관련하여 

서도,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Acting with and for Youth)’를 기본방향으로 

국제워크캠프, 청년포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전개하고있습니댜 

麟유네스코만국위원외 
L" 'LL • E편:;,:,_~:Efi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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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一"［川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0『ganization

墓UNESCO 
Associated Schools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겪은 인류는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물리적 

인 힘이 아닌 인류의 지적 ·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유네스 

코는 보다 기초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 

해와 관용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자 유네스코학교 

를구상하게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는 학교교육을 통한 국제협력 및 평화의 문화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시범 네트워크로서 유네스코 이념에 기반한 국제 

이해교육(EIU)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전파하기 위하여 1953년 11 월 15 

개 회원국 33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181 개국 

9,000여개의 교육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66개교 (초 · 증 · 고 · 특 

수 · 교대)가유네스코학교로활동하였습니다. 

• ASPnet 4가지 학습주제 

1. 범지구적 문제 & 국제기구의 역할 

2. 지속가능발전교육 

3. 평화와인권 

4 문화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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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 민 프로젝트 

%깡11- ／~I/단 'd1,1t-t I,.E운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란?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 7가지 주제에 대하여, 학생 

들이 주도가 되어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문화 바로알기, 학교 

텃밭 가꾸기, 친환경 캠페인, 공정무역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타@＠'굴 
평화 인권 디우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 

매년 전국의 초중고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가학교 학생들은 7가지 주제 중 자신의 지 

역 혹은 학교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 

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 고민하여 1 년간 진행할 프로젝트를 계 

획합니댜 그리고 학생들 내에서,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때로는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내 주변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갑니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 

하고 있는 이 작지만 의미있는 활동들은 조금씩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 

더많은정보는여기에! 

유네스코 

http://unesco.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unesco.or.kr 

유네스코학교 

http://asp.unesco.or.kr 



•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프로젝트 참가학교 현황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77개교 l ..:..:· 
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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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와 함께 한 2013년 

4월 

6월 

8월 

|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공모 | 
|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여행 

|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 

11 |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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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 일 시: 2013.6.8(토)－ 6.9( 일) 

► 장 소: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 

► 참가자: 62개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학교(중 ·고교) 학생대표 

세계시민여행에서는 각 학교별로 준비한 레인보우 프로젝트 계획을 공유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또 여름방학 동안 진행할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 준비를 위하여 같은 지역 친구들과 모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역별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가졌습니댜 

‘어떻게 하면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르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다'’ 

- 은행고 3학년 고다은, ‘2013 세계시민여행 참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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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 

지구를 위한 한 걸음 ‘Green Together' 

► 기 간: 2013.8.10(토)－8.18( 일) 

► 장 소: 서울, 경기, 대전, 청주, 전주, 대구, 부산 7개 지역 일대 

► 참가자: 전국 유네스코학교 중 프로젝트 참가 중고교생 500여명 

► 주요내용 

- 세계 물의 해 기념 캠페인 및 지구온난화 관련 캠페인 

- 게릴라 가드닝, 플래시몹, 환경퀴즈, 재활용 화분 나눠주기, 에너지 절약 실천서약, 꽃씨 나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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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 일 시:2013.11.9(토)－ 11.10( 일) 

► 장 소: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평화센터 

► 참가자: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가학교 및 유네스코학교 학생대표 70명 

일 년 동안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다시 한 데 모여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 

고,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가학생 

외에도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유네스코학교 학생 및 교사도 참가하여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주제별 그룹으로 모여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 약속들을 만들었고, 모두가 함께 모인 총회에 

서 세계시민선언문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고 다듬었습니다, 1 박2일의 짧은 시간이라 참가자들은 아쉬워했지만, 우리 청 

소년이 주체가 되어 주변 문제들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함께 세계시민선언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1 박 2일 동안 모두가 이야기 나눈 프로젝트 평가 및 개선 방안은, 내년에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참 

가할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ainbow 
청소년 세계시 민 프로젝트 

초등학교 

보산초등학교 

양성초등학교 

별말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월산초등학교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서울신용산초등학교 

경희초등학교 

길천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광양제철초등학 

홍남초등학교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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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초등학교 '@H •• 다로화 

I 

MCF (Multi-Cultural Friendship) 

프로젝트로 가꾸는 오색하모니 

학교정보 학 교 명 보산초등학교(경기도 동두천시 중아로 427) 

홈 페 이 지 http://bosan.es.kr 

지 도 교 사 이태윤 선생님, 김범식 선생님 

학생구성원 현애진, 김태인, 이지환, 박민지, 정서윤, 브라이언, 김다빈, 지밀리에, 유 미, 

마키시, 하재윤, 유미은, 박준하, 김정태, 김유미, 주요한, 김희선, 박하늘, 

강수현 현애진, 김태인, 정태빈, 무비나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학교는 전체 260여명의 학생 중 다문화 배경 학생 43명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독 

득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지정한 다문화 예비학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문 

화 배경 학생들 뿐 아니라 그 부모님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이자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인의 편 

견, 차별 등의 인권침해 속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산초등학교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은 항상 북한의 도발 및 전쟁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평화감수성 회복 운동 

으로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미군 2사단 Camp Casey, 동두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6·25 전쟁의 격전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산초등학교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다문화, 

인권, 평화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첫째, 유네스코 동아리 구성원들이 활동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학교 평화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 

육 인권교육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댜 

둘째, 교내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작한 자료의 배경을 확대하며 다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 

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을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교사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획하기 보다는 학생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기관 및 타 학교의 협조를 최대한 이꿀어 내어 공감하고 뜻모아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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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외국인인권실태파악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가졌 

습니다, 동아리 학생들과꿈두레반학생들이 함께한외국인 

인권실태 파악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서 충 

분히 의미있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 

는 편견을 깨닫게 해 주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 안보체험/생태체험 

6월 8일 동두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 

들과 함께 동두천 자유수호 평화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획하였던 캠페인 활동은 학생 인식 및 참 

가동기 부족으로 인해 한걸음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 다문화 학생의 어려움 탐구 

· 하나누리주간운영 

4월 22일 ~26일, 보산초등학교에서 하나누리주간이 

운영되었습니댜 1 주일동안보산초등학교에서는세게 

각국의 민속놀이 체험과 문화교류 수업, 국기 그리기 

대회, 3(5)행시 짓기 대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유네 

스코 동아리는 활동 결과를 모아 유네스코 게시판을 만 

들어전시하였습니다 
............................................................................................... 
• 하나 되는 문화체험 축제 
9월 17일 보산 문화체육 대축제의 오후 시간인 체험활 

동 시간을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시간으로 기획하 

였습니댜 한국을 비롯한 10여개의 민속놀이를 코너활 

동으로 진행된 문화체험 축제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을 불러일으키며 모두 어우러지는 놀이 한마당을 펼쳤 

습니다 

· 세상에나갈준비하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탐 l 소요산 단풍축제에 참가하고자 했던 프로젝트 팀원들은 
구 해 보았습니다. 꿈두레반과 유네스코 동아리에서는 설문 | 계획을 변경하여 1004데이 마라톤에 참가하여 우리의 
에 대답해 보기도 하였고,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댜 i 가치를 지역사회에 풀어내기로 합니다 팀원들은 다문화 

사회 한국과 평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음 표어를 작 

성하게 되었고, 그 증 10개의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어깨띠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댜 
............................................................................................... 

■ 1004데이에서 화합을 외쳤습니다. \ ■ 다문화 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10월 3일 천사데이를 기념하여 동두천 시민운동장에서 열 \ 11 월 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다문화 축제에 세계 
린 마라톤 대회에 보산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님 ! 시민 프로젝트 팀이 함께하였습니댜 동두천 양주의 다 
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어깨띠를 걸고 다문화사 ! 문화 거리를 알리고, 외국의 민속놀이를 관람객들과 함 
회의 인권, 평화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알렸습 ! 께하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니다 학생답지 않은 성숙한 표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꿀기 圭 더 지역사회와 시민들 사이로 밀착하는 활동율 다짐하 
도하였습니다 圭 며 활동을 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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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보산초등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첫째 보산초등학교학생들은외국인이나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해 더 이상이방인이나잘못된 사람이라고인식하지 않습니다, 

둘째 포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인권,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정, 우리나라의 평화를 넘어 다른 사람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정 

문재 세계의 평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올바른 가치와 공유하고자 하는 정신에 대해 스스로 알려나가고 변화를 이꿀어 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습니다. 

넷째 움츠려 지내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밝은 웃음을 찾게 되었고, 주변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 

여 주었으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祐L, (산어i, 1I-강, Tlo꺽샤l-1는 01u:~111 ,~t1-11-r~1,rft.? 

보산초등학교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보산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창의적 재량활동 운영에 세계시민 프로젝트 주제를 접목시킴으로써 교사들이 먼저 세계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고민 

하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다소 시사문제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일 지라도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세 

계시민의식과 유네스코 정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점점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학부모들 역시 이해와 배력의 정신을 가지 

고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어울누리’를 

운영할수있었습니다 

셋째 세계시민 프로젝트 팀은 이동시에 대부분 도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피켓을 들고, 어 

깨끈을 맨 체 걷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우리와 다른 누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는 일 

이었습니다. 팀원들을 보며 대견해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넌지시 말을 걸어오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경험했습니댜 



양성초등학교 *IG 

WaterFly — 깨끗하게 날아올라라 
학교정보 학 교 명 양성초등학교(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옥단길 43) 

홈 페 이 지 http://www.yangseong.es.kr 

지 도 교 사 김재진 선생님, 이은혜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동인, 최하서, 유상진, 안수정, 0| 경선, 박현아, 오규헌 

5"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학교가 위치한 안성시 양성면에는 저수지가 많으며, 저수지의 물은 하천을 통해 홀러갑니다, 

이는 다시 부모님의 직업과 관련된 농사, 축산과 연결되며, 결국 우리지역, 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문 

제와관련이있습니다 

변화를 만톨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자발적 참여 

• 대화를통한문제해결 

• 지속적인활동 

•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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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유네스코 Rainbow 세계시민 프로젝트와 ! • Waterfly 활동의 시작 - 유네스코 기념티 만들기 

우리의 활동의 연관관계 알아보기 I -우리의 프로젝트의 의미를 담은 마크와 기념티 만들기 
- 유네스코 동아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 -Waterfly: 우리 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우리 고장의 물 
- 우리의 프로젝트와 우리고장 및 우리학교의 관계를 | 에 대한 조사이므로 Water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생각해보기 ! Waterfly는 물과 나비의 합성어로 우리 고장의 몰이 

- 처음에는 막연하기만 했던 선생님의 이야기가 친구들 ! 맑고 푸르게 나비처럼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 나타낸다, 

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처음이지만 시작이 중요 ! - 기념 티셔츠를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매년 새로운 티 
하다고생각합니다, : 셔츠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우리 양성초등학교의 전통 

-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어 의견 붙이기 ! 으로 남았으면 한댜 

• 지역 하천의 물 수질측정하기 
- 우리 고장에는 ‘한찬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매일 물 

을 가지고 와서 수질 측정(DO, PH)을 합니다, 

- 늘 관심없이 지나치던 곳인데 이제는 쓰레기가 많은 

지, 물이 많은지 적은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댜 
.................................................................................................... 

• 하천의 상류 탐사하기(고삼저수지) 
- 우리 하천의 상류인 고삼저수지를 탐사하였습니다, 수 

질도 측정하고, 주변도 둘러 보았습니다, 

-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이어서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았지만 우리가 직접 탐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 17~ 있었습니다 

- 하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 공기 정화식몰 화분만들기 
- 유네스코 동아리를 진행하면서 화분만들기도 하였습 

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 

를 듣고, 화분에 직접 식물을 심고 꾸미기도 하였습니 

다 늘 주변에서 보던 식물인데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어준다니 참 신기했습니댜 

■ EM 흙공만들기 

· 탐사계획세우기 

- 우리가 수질을 측정하는 ‘한찬의 상류와 하류가 궁금 

해졌습니댜 상류와 하류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7명뿐이라서 쉽게 이야기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수도권 매립지 공사 체험학습 
- 방과후 환경학교에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다녀왔습 

니다. 쓰레기장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갔지 

만,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 

기가 계속 쌓이기만 하면 언젠가 더 이상 쓰레기를 묻 

을 장소가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에 괜히 불안하기도 

하였습니다. 

· 기후변화실험하기 

- 선생님은 지구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사진은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인 온실효과에 대 

해 직접 실험을 하는 사진입니댜 우리가 사용하는 여 

러 가지에서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고래서 지구 

가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 

니 재미있었지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수질 측정 결과 우리 고장의 하천은 많이 더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류 쪽으로 갈수록 공장, 축사의 물이 

합쳐져서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용한 미생물(EM)을 물에 넣어 수질을 보다 좋게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EM을 넣은흙을공처럼 만들어 하천에 던져넣기로하였습니다, 

- 올해는 EM을 사서 만들었지단 내년부터는 급식실에서 나오는 쌀뜨물로 직접 EM을 키워보기로 하였습니댜 



~lvt lli런7t 스스L m江1어 1 I쳤i8(--~1,,rft.? 

• 관심없던 하천에도 가보고 물이 어떤지도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다, 

• 예전보다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 환경에 대하여 좀 더 환경을 살리자는 생각 및 인식이 더 발달 한 것 같고, 환경보존에 한발짝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 물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환경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았다. 

• 우리 하천이 변화하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자연은 파괴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한 것 같다. 

• 우리 고장의 강이나 호수, 하천 등이 얼마나 더러운지 수질측정으로 알게 되었다, 

祐L, @^%, 꾼E, Tl따I( 1-1-1는 01tt~111 빠바앗따~? 

• 사람들이 물을 아껴쓰게 되었고, 우리 고장의 강이나 호수가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다, 

• PH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 이유를 찾아 수질을 원래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가족들이 물도 아껴쓰고 평소에 잘 관리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우리 가족들도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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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연 선생님, 이진녕 선생님 

이재윤, 김현수, 최 진, 한예원, 나은지, 송은지, 이서현, 허예법, 김민강, 전성수,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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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원, 윤다인, 이재윤, 최수정 

프로젝트선택이유 

안양은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이다. 예전에는 포도가 특산물이었으나 도시화가 되고, 포도밭이 있 

던 자리에 평촌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포도가 특산물이었던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안양"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지 지역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많은 학생들이 안양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은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이 

홀러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몇 안되는 도시이다. 또한 국보급의 문화재와 정조대왕의 능 

행차와 관련 유적도 남아있는 역사적으로도 의미있는 도시이다, 

우리가 안양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가만톨고자한변화 

안양은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이 흘러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가치있는 문화재 및 정조대왕의 능행차와 관련 유적도 남아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채, ‘‘안양'’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안양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돕고 싶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안양의 역사를 알아보며 지역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 안양의 유적을 알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다, 

• 안양천과 학의천을 답사하여 생태환경을 파악한다, 

• 학의천 주변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에 동참한다, 

• 학의천 UCC를 제작과 안양문화재 보고서 작성을 통해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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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소통과 나눔이 있는 학의천 걷기 대회 : ■ 녹색기후학교 선생님과 함께한 학의천 생태탐사 
5월 1 일에 벌말초 학생들은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학의 \ 6월 환경의날을 맞이하여 의왕시 녹색기후학교 선생님들 
천을 걷기를 했다 봄이 되어 푸르게 변한 나무들과 졸졸 ! 과 함께 1,2학년 학생들이 학의천에 사는 식물들을 알아 
호르는 학의천을 따라 함께 겉으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 보았다 식물들에게는 우리가 학의천에 찾아온 손님이니 
예전에는 냄새도 나고 더러운 하천이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 조심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큼 아름다운 길이었다.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이런 아름다 

은 하천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 
•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 •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4학년 회장단과 함께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을 하였다, ; 국가환경교육센터 선생님들과 학의천이 어디서 흘러왔 
미리 만들어온 피켓을 들고 등교시간에 우리학교 학생들 ! 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과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오늘이 환경의 날임을 알리고 작 ! 되었는지 알아보고, 학의천에 사는 곤충들을 살펴보았다, 
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알렸다, : 그냥 지나다닐 때에는 잠자리 정도만 보았는데 우리가 大

· 학의천 UCC 제작 

• 음보는 곤충들도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하천이 생태 
통로가 되어준다는 선생님의 설명이 실감이 났다, 

• 학의천 환경정호隆t동 
학의천에 사는 곤충들과 학의천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i 11 월 13일에 우리학교 컵스카우트 대원들과 학의천 환경 

주는지에 대하여 UCC로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 ! 정화 봉사활동을 하였댜 길가 뿐만 아니라 풀숲에도 과자 
려놓았다 처음 만드는 UCC라서 우리가원하는 대로잘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 

로 보고서를 써보니 재미있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이 

보았으면좋겠다, 

봉지, 나무젓가락 휴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하천은 

우리에게 휴식처와 여가생활을 하게 해주고, 생대통로가 

되어주며, 도심의 기온을 낮춰주는 고마운 곳이다. 우리가 

학의천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우리도 학의천을 깨 

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의천에 와서 생 

긴 쓰레기는 꼭 되가져가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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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특강 - 안양의 역사와 문화재 
안양의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시는 선생님과 안양의 역 

사와 문화재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3학년 사회에서 배운 

문화재들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인 줄 몰랐다. 특히 

정조대왕이 지나가셨던 만안교가 아직도 튼튼하게 남아 

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 안양 문화재 답사 보고서 전시회 

우리가 답사하고 작성한 안양 문화재 보고서를 복도에 전 : 

시하였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볼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할겉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학교 복도에 걸린 

다른 판넬들보다 우리가 만든 보고서를 학생들이 눈여겨 

봐주니 우리의 일차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아 다행이다, 

쟈 I냥 IL린?t 스스L m尤1언 l I합.님 (-~1,,rfl.? 

· 안양문화재답사 

안양역사관, 중초사지 당간지주, 삼박사 마애종, 만안교, 

고인돌로 답사를 다녀왔다. 설명만 들었을 때 보다 실제 

로 보니 오랜 세월이 느껴졌댜 돌에 종을 새겨놓은 마애 

종은 우리나라 어디서도 볼 수 없다니 더 귀하게 여겨졌 

댜 그리고 정조대왕이 지났다는 만안교를 건너며 정조대 

왕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은 시를 읽으니 마음이 찌릿찌 

릿한게이상하기도했다 

역사 선생님께서 안양에 만안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지금까지 우리 안양의 문화 

재들은 주변 지역인 서울이나 수원화성에 비하여 초라하 

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직접 가서 보고 그 가치를 알고 나 

니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했댜 

예전처럼 ‘‘안양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포도아닌 

가?'’라는 생각만 들었다면, 이제는 ‘‘안양은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안양천, 학의천 같은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만안교, 

마애종, 중초사지 당간지주 같은 귀한 문화재도 많은 도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여 더 이상 포도는 볼 수 없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깊은 문화재는 우리가 잘 보존하고 

아낀다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안양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祐L, (선어%, 1I-꿈, 店 Io꺽"1-1-1는 m江1언 1 I孔iBI-땅따t-ft.? 

우리가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냐면 엄마께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학의천에서 본 것들, 문화재 답사를 하며 

본 것들을 말씀드리면 엄마도 몰랐던 거라며 재미있게 들으셨다. 선생님이나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 

만, 적어도 나 말고 한 사람 더 학의천과 만안교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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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XiI 드 서EHO ° _ -,_ 느 -, 1"TT 

본교에는 안양과천 관내에 위치한 중소규모 비선호 학교로서 신도시 옆에 위치하여 상대적 교육 

의 빈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이 재학 증이고 (17명) 귀국학급 

(34명)이 함께 학습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이 포함된 집단이다. 이와 함께 방송에 출연할 정 

도의 뛰어난 학습능력을 보여주는 친구부터 30여명의 기초학습미달 경계선의 아이들까지 학습격차 

가 상당히 크며 아파트 일대에 살거냐 부모님의 경제력을 갖춘 아이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아이 

까지 너무나 다른 집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부모의 SES(socioeconomic 

status,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낮은 환경적 여건을 가진 아동이 많이 전학을 오고 있는 실정이 

댜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 위주의 수동적인 교육은 효과가 없고 체험과 실천 

활동을 동한 능동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 

고 공존하는 환경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우리 학교의 격차를 하나의 공감대로 형성시킬 수 있 

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젝트라는 판단이 되었다. 공존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참여와 실 

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 미를 알고 실천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본교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열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기 

관으로부터 프로그램 협력 관련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이 프로젝트가 본교만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 

사회 여러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로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획하였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본교의 프로젝트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호원둥이의 유네스코 데이 운영’’이다. 주제 선택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칫 이 프로젝트가 기존의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기획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구상은 교사 

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되, 세부 프로그램 추진 회의에 대표 학생들을 참여시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활동과정은 물론 사후 반성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세움으로써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서서히 무게중심이 옮겨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수업을 연계하여 환경보존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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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환경 및 경제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문제점들을 모두가 인식하고, 방법을 고민하며, 그 생각 

들을 모아 실천으로 옮겨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ESD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실천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꿈꾸도록 한다, 

• 유네스코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실천과 나눔의 정신으로 활동하겠다, 

•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구적으로 생각하겠다, 

•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통해 전세계 일원으로 성장한다,. 

• 다양한 체험 및 교류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및 올바른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훌륭한 세계 

시민으로성장하겠다, 

• 우리의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도록 끊임없는 고민과 피드백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 

2013 UNESCO DAY 운영 - 알뜰시장을 통한 레인보우 프로젝트 실천하기 -

일시 : 2013. 10. 1 / 운영방법 : 호원 지구촌 페스티벌 국제교류 사진 전시회 관람 

국제교류 사진 전시회 관람 전교생 알뜰시장율 통한 ESD 체험 

일본신덴미나미소학교 작품교류전 

유네스코 인적자원을 활용한 바자회 운영 기증물품 구매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운영 



락밴드의재능기부 풍물부의재능기부 

1lI,,E lL린1t t.t.l ,,i::;:;.~111 1~iHl-~1,,t-ft..?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인식도가 높아졌다. 또한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유네스코데이 운영을 통해 유네스코 정신을 

계승하고 본교가 유네스코학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커다란 변화였다, 

祐2.., "'''킥41-1-1는 01tt~111 빠바닷따~? 

전교생을 대상으로 유네스코데이를 운영하다 보니(유치원~6학년) 학년 특성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담 

임교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으로 참여를 높이고 아이들에게 기부문화를 확산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친구 

들은 안쓰는 물건을 알뜰시장운영을 동해 수익금을 볼우이웃 돕기로 활용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 

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아이들 활동지에서 기부에 대한 자신의 인식변화를 보였다, 또한 재능나눔을 통한 풍물부와 락밴드 

의 공연은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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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를 위한 Yahoe! 세계시민교실 

학교정보 학 교 명 월산초등학교(경남 김해시 장유면 능동로 132 (부곡동))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weolsan.es.kr 

김미영 선생님, 김남희 선생님 

백준영, 이현재, 송은섭, 김경민, 김서영, 추동엽, 강민서, 김성모, 장주영, 홍정호, 

조원범, 인현지, 김정윤, 조찬우, 윤 영, 이혜민, 신정아, 박예빈, 문보경, 황다정, 

박서연, 이하립 이지수, 최유경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바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 

제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최근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를 실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외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재 

를 양성하고자 Yahoe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자질은 바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형성하는 것 

이댜 월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장유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된 곳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적 영향으로 인해 아이들의 사고가 비교적 개방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나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 

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다문화예능교실, 토요세계시민교실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 유네스코의 역할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유네스코학교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형성하기 

•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고 조사해 봄으로서 이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처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 형성하기 

•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교사들로부터 직접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보고 체험해 봄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접합에 있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하기 

• 일본학교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심어주기 

• Rice Project를 통해 직접 쌀을 길러봄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같은 쌀 문호딘인 일본과의 프로젝트 공유를 동해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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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임을 알자. 

• 세계 다양한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한다. 

• 문화적 편견을 가지지 말고 다른 나라 사람을 대하자. 

• 환경문제는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임을 알자 

•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자 

활동내용 

• 지구의 청소부 “지렁이 키우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8조원 이상이다, 가정에서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이들이 혐오스러워 하고 길에서 말라비틀어진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지렁이를 직접 길러봄으로서 지렁이가 얼 

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또 지렁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지렁이는 정말 고마운 동물이었다 길가다 죽은 지렁이를 보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안타깝다. 정말 

고마운동물인데 말이댜'’ 
............................................................................................................................................................................................................ 

• 생물 다양성 지키기 이벤트 
“우리 주변에는 우리 때문에 축어가고 집을 잃어가는 동물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알렸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천을 할 것이다,’’ 

"동물들의 멸종은 환경도 관련이 있지만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거의 죽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도도 

새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 5반의 Mission Possible 온난화 특공대 지구 지키기 프로젝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림으로서 같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가졌다 

“우리 지구에서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나고 점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 수 있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투발루 섬이 

가라앉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어 지구온난화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만든 바이오스피어2가 실패했다고 해서 안타깝지만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구온난화를 늦추어야겠다.” 
..................................... 

• 토요 세계시민교실 ‘‘학부모 초빙 일본문화 배우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학부모님을 학교로 초빙하여 일본의 자연환경 및 생활모습, 음식, 문화 등을 직접적으로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학부모 스스로도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뿌듯해 하였다. 

• 한일교류수업 1차 "My Favorite Things" 

“일본 친구들과 화상으로 교류할 수 있어서 신기했고 말도 꽤 통해서 좋았다. 자기소개를 하고 장기자랑을 할 때는 

떨리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다음번에도 다시 만나고 싶다. 파이팅~!！'’ 

“오늘 수업을 통해 일본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더 재밌게 수업하고 싶고 오늘 일본 애들한테 우리 

나라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보여줘서 기쁘다,” 

· 공정무역수업 

“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먹는 초콜릿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노력이 듈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프 

리카 어린이들의 아픔도 들어있다는 걸, ..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막기 위해 공정무역 초콜릿을 먹자는 내용 

을 배웠댜 나는 앞으로 공정무역 스티커가 붙어있는 물건들을 사기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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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증 Yahoe! 다문화 예능교실 
여름방학 증 교내 지원자를 받아 경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그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고 전통 음식, 

악기, 놀이 등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서 외국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나아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학생들 그리고 수업을 해준 외국인교사 모두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 한일교류수업 2차 

"Rice Project, Our Cuisine&Culture" 

“오늘 일본과 교류수업을 했다. 일본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이 느껴졌다. 일본에 대해 들어보니 일본으로 여행가 

고 싶댜 우리가 발표할 때 떨리고 긴장했댜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과 쌀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댜 만날 기회는 없지만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만나면 좋겠다.” 

"5월부터 벼를 길렀다 벼를 기르면서 처음에는 다른 애들 벼 보다 늦게 자라서 걱정되기도 하고 물을 채워주고 물통 

을 씻고 하면서 벼가 자라는 모습에 뿌듯하게도 하고 잘 안자라면 걱정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벼를 수확할 

때가기대된다'’ 

“일본교류수업을 준비하면서 모둠원들과 더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게 준비했던 것 같다. 특히 음식을 준비할 때 

가 가장 재미있었댜 그리고 발표연습을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했어야 했다. 그래서 연습 땐 목소리도 크게 해서 연습했 

지만 실전엔 떨렀는지 목소리가 작았던 것 같다, 나는 일본을 독도를 빼앗으려고 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그래서 

화상으로라도 만나면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고 때만큼은 일본이 나쁘다는 생각이 없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다. 너무 아쉬웠고, 또 하고 싶었다,” 

• 레인보우 작은 도서관 운영 
환경 및 인권,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관한 도서를 모아 학급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 

면서 구성원들이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없는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1I .... E IL런?t t.t.l 01tt.i111 l~l.님 I-닷vkt? 

•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다문화 이해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일본교류 

수업을 통해 일본의 문화를 알고 공유할 수 있었다. 

• 지구의 자연환경과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고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직접 활동을 

통해 알아보면서 물을 아껴 쓰게 되고 음식을 많이 남기지 않게 된 것 같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고통 받는 사 

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 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인해 우리 지구의 자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교류수 

업을 통해 일본 친구들을 화상으로 만나서 서로 문화교류도 할 수 있게 되어 참 좋은 경험이었다, 

祐L, (산묘, 1I-꿈, Tlo꺽41-1-1는 01tt~111 빠바앗며rL? 

•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왔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지금은 물건을 살 때 ‘‘공정무역 마크"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족들을 설득하여 되도록 공정무역 물건을 사게 되 

었댜 

• 항상 말로만 들어왔던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귀찮게만 생각했었고 전기를 

왜 절약해야 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지금은 가족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분리수거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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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관 선생님, 김준성 선생님 

박현주, 권재형, 김명재, 손민웅, 정나연, 유수민, 최건희, 심현민, 노유경, 송지호, 

서은빈 

프로젝트선택이유 

빛고을 광주의 전통음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애향심 

을 기름으로써 나아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목 

적을 둔댜 이를 위해 ESD적 사고력 배양, 국제이해교육(EIU)을 병행하고 해외의 다른 지역과 펜팔, 

웹토론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학교에서는 실천적 지역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음식문화를 알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목표 속에 뉴욕 외 다른 지역 초등 

학교 학생들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봄으로써 지역의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변화를 만톨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2014년 2월까지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음식 5가지를 조사해 보고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음식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 

고 이를 국제가상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 뉴욕 및 해외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 

어 보고자 합니댜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게시판을 통해 뉴욕 학교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주 

기적인 공개수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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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견학! i ■ 광주의 5미를 알아봐요! 
광주천의 지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광주 ! 지속적으로 광주의 5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위해 실천자료 
천이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함께 ! 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학생들이 광주의 5미를 조사하 
존재하는 친근한 동무임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 고 직접 먹어보고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때마다 느낀 점을 
자료집을제작하였다, ; 글이나 그림 혹은 사진으로 붙여볼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 

작하여 활동기간 내내 활용하였다, 
........ 

• 국제가상학교-광주를 알려요! l • 스마트 조사학습 
오전 8시 미국 뉴욕의 Cottage Lane School과 화 ! 자기가 조사하고 싶은 광주의 음식, 혹은 남도의 음식문화에 
상 공개수업을 공개하고 광주와 한국에 대해서 알릴 수 i 대해서 갤럭시 노트를 이용하여 조사해보고 프리젠테이션 
있었댜 광주와 뉴욕의 대표적인 음식을 서로 소개해 ! 을 해 보았다, 학생들도 재미있어하고 손쉽게 자기가 알고 
주는 수업을 해보았다 미국의 친구들과 한국의 친구들 ! 싶은 정보를 찾아보고 조작해 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이 어울려 수업을 하다 보니 서로 친근감이 느껴져 뉴 

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관심있는 나라와 음식문화 · 기후변화스토리텔링 

자기가 관심있는 나라를 정해서 세계지도에서 직접 !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사례를 조사함 
찾아보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서 조사하고 ; 으로써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 각자 생활 속 
발표하는 학습을 하였다. 세계지도를 사용할 때 퍼즐 ! 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고리고 짝 
맞추기 지도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참여 i 과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활동을 하 
하였으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 i 였댜 학생들에게 지속발전가능한 교육의 일환으로 의미있 
었댜 ! 는활동이되었다 

1It.,E IL런?t 스스L mt:C.1언 1 I혀·바닷vkt? 

• 광주의 대표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광주의 대표음식 5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광주 5미를 통해서 광주를 이해하게 되니 더욱 광주에 대해서 알고 싶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뉴욕의 초등학교와 화상수업을 할 때 광주의 대표음식에 대해 소개하려면 더욱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표 

음식들에 대해 더욱조사를하였습니다. 

• 미국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 세계의 여러 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더욱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祐L, (산묘, 1I-강, Tlo꺽샤1-1는 o,t:l:~111 1/;J버뎃c.,kL? 

• 내가 이번 레인보우 활동을 통해 광주의 음식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남도의 음식문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 가족들 

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아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음식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왜 광주에 이런 음식이 유명하게 되었는지 

도 알게 되었고,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많이 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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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선생님, 박지희 선생님 

서예빈, 장성주, 안성훈, 김강석, 박성준, 윤경원, 김준서, 박준우, 이다연, 박이삭, 

정세민, 최유진, 남도희, 서재영, 정예나, 최시연, 최형락, 이재린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귀국학급(각 학년 당 1 개, 총 6개)이 운영되고 있는 본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에서 태 

어나거나 장기간 생활하다 온 학생들이 많고, 지정학적으로도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에 위치한다. 이 

에 세계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현 주소를 알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지구촌 시민이 

되고자 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중심동아리 증심으로 그 해결 방법을 고 

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꾸준히 실천해보는 지속가능발전교육활동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그 실행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평화롭 

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 문제를 증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찾아 실천 

할수있는세계시민이 되고자하였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우리는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로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 지구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부터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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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원인-결과의 나무 만들기 
유네스코 동아리 수업 1 차(4/11 , 목)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원 

인과 결과의 나무를 만들어 그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 결과 일 년간의 프로젝트의 주제를 ‘인권’과 ‘환경’의 두 

가지로 선정하였고, 앞으로 Rainbow Project를 통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하기로 계획한 유용한 시간이 

•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스토리공모 출품 
유네스코 동아리 수업 3차(5/9, 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주최하는 

'2013년 국제이해교육 스토리 공모전’에 전 구성원이 

1 인 1 작품을 공모하였다 우리 동아리의 레인보우포로 

젝트 주제인 ‘인권'과 ‘환경을 주제로 시, 동화, 소설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지어 스토리텔링을 통한 국제 01 

해교육의 참 전파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보람 있는 활동 

이었다. 
었댜 : 

.................................................................................................................................................................................................................. 

• 유네스코동아리 티셔츠 도안 제작 : 
: ■ ‘친절한 사대째 안내표 제작 

유네스코 동아리 수업 4차(5/30, 목) 
; 유네스코 동아리 수업 6차(9/12, 목) 

우리학교 유네스코동아리를 상징하여 나타낼 수 있는 유 ;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친절한 서울씨’라는 캠페인에서 

네스코동아리 티셔츠의 도안을 제작하였다. 도안의 주제는 ; 
; 힌트를 얻어, ‘친절한 사대씨’라는 제목으로 교내 곳곳 

유네스코일반, 인권 및 환경, ESD 등이었고 이 증 다수의 : 
; 에 환경과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올 수 있는 안내표 

공감을 얻어 지구의 공생을 주제로 한 작품이 선정되어 실 ; 
i 를 제작하였댜 교내 종이와 전기 등의 물자 절약에서부 

제 프린팅 작업에 들어가 우리만의 유네스코 기념 셔츠를 ; 
; 터 친구를 아끼는 마음을 담아 낸 학교폭력에 이르기까 

가질 수 있게 된 기쁜 시간이었다. : 
; 지 폭넓은 범위를 주제로 한 안내표가 제작되어 구성원 

: 모두 공유하고 동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수업이었다 

... 
국제이애교육 스토리 던모 •릅 

[i] 1죠H — W· 더를" "· — 

—I - -_,0 
뻔쟈中 



자 1I,,E lL런1t t.t.l 01tt~111 lr-J.l.바~i.,t-ft.?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전에는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환경 문제를 지금은 들을 때마다 내 얘기 

로 생각하게 된댜 또 인권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북한 사람들이 인권율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러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인권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부 

터 그 문제가 더 크게 생각되는 것도 있다. 

-6학년 남도희 

祐l, (산4%, 1막 1lo킥"t-1-1는 m尤;'111 빠뱌였며rL? 

뚜렷한 변화는 아니지만 우선 제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우선 환경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건 환경에 좋지않다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저 자신도 

옛날에 비해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머릿결이 뻣뻣해지긴 했지만 비누로 머리도 감아 보고, 또 폐휴지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앞으로 어른이 되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6학년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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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그 겨울 그곳에서 녹색 바람이 분다 

학교정보 
학 교 명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서울신용산초등학교(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55) 

http://www.sys-e.es.kr 

박혜연 선생님, 이정민 선생님 

최은비, 손유라, 김건녕, 박민, 양서윤, 김지빈, 이동훈, 정진우, 서주환, 김주원, 한상혁, 

김영주, 유민, 김태관, 장민, 박재원, 김서원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학교, 지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몇 분만 컬으면 한강으로 갈 수 있고, 길만 건너면 남산을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주민들뿐만 아니 

라 타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주어진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원한댜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다르게 보존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민들도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가 함얌되기를 기대한다, 

학교 주위에는 일본인 다문화 가정이 많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 

야 할지 고민인 경우가 많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각의 변화를 기대한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어느 누구도 불필요하게 켜진 불을 지나치지 않고 끄고, 이유 없이 틀어져 있는 물을 꿀 수 있고, 자신 

이 먹는 음식에 소중함을 느끼고 음식을 적당히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생기길 바랐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장애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을 갖지 않고, 동정심이 아닌 인간 그 자체 

로 그대로를 받아드리려는 마음을 갖도록 했다, 

변화를 만톨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물 전기를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자, 

•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이해는 마음을 갖자,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자, 



활동내용 

•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 시민 프로젝트'란? ■ '2013 세계 물의 날' 

3월 26일 4학년 16명과 5학년 6명으로 유네스코 동아 1 2013년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 이다, 유네스코 동 

리가 구성되었다. 생소한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 ! 아리 학생들은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학 
로젝트에 대하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하고, 정리해보는 i 생들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물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1 년 동안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되 f 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고래서 3월 22일 ‘‘세계 몰 
면 좋을지도 함께 의논하였다, : 의 날'을 기념하여 전교생이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알아 

• 보고, 물 절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3년도 세계 물의 해 로고를 꾸며 

보는 활동을 통하여 물의 소중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었다 

• ‘세계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 .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4학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4월 유네스코 정한 세 l 4학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5월 학교 근처에 있는 
계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세계문화유 |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여 우리나라 유물들을 관람하는 
산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생각해보는 시 | 시간을 가졌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간을 가졌다 자신이 조사한 세계문화유산을 다른 친구들 :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자주 가보 

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i 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번 견학을 일회 
성으로 한번에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전시실 

을 정해서 꼼꼼히 살펴, 조상님들의 지혜와 삶을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물 절약 캠페인’ 圭 • ‘전기절약 표어'만들기 
6월 5학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 "pm 12:30 지금은 전기가 쉬어야 해요"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1 달동안 우리 학교에서 사용 ) 5학년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6월 소등행사를 위하여 
하는 물의 사용량을 조사했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 ! 각반 전기 스위치에 붙일 표어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모 
을 교실을 꽉 채울 수 있는 물의 양과 비교하기 위해 교실 l 두 나간 점심시간에 이유 없이 켜져 있는 전등과 컴퓨터, 
의 크기도 직접 재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학교 \ TV등을 소등하기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12 

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생 1 인 ; 시 10분부터 점심식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식사가 대부 
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2L 생수동으로 환산해보았 ; 분 거의 끝나는 12시 30분부터 20분동안 소등하는 것을 
댜 물절약 캠페인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보 ; 홍복하기 위한 표어이다, 이 표어를 만들기까지 학생들은 

았댜 퀴즈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퀴즈를 풀면서 물을 절 ! 고민이 참 많았다, 
약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20분소등행사 · 인권단편영화 

6월 1 주일간 실시된 전교 20분 소등행사는 전교생들이 ; 1 학기에는 환경을 주제로 활동을 했다면, 2학기에는 다 

즐기는 이벤트였댜 12시 30분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 i 문화, 인권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인권단편영화 
이 소등행사 시작 방송을 하면 전교에서는 소등을 했다 | '‘샤방샤방 샤랄라’’, “험난한 인생'’, "완득이’’를 감상하면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전교를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 서 사회의 소외 계층, 다문화 가정, 장애우, 저소득층의 생 
켜져 있는 전등을 끄고, 전기를 아껴 쓰자는 캠페인을 진 i 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를 보며 
행하였다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참여율은 매우 ! 혹시 우리가 인종,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높았고, 저학년에서는 이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01 i 생각해보았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인권에 대해 
소등행사를 계기로 점심시간에 이유없이 켜져 있는 전등 i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은 학생 스스로 끄려는 습관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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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t 11.i린7t 스야. 01t:C.i111 I/:i버(-앗I,,kL? 

환경,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처음 세계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뭔지 대단하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일 들었다. 하지만 1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 우리 교실, 우리학교, 우리 □~}에 예전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 선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알게되었다 

祐2.., ＾씬A%, 1I-꿈, Tlo꺽샤1-1는 mz;z:.;언 I 빠바땅t,kL? 

홍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물과 전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필요없이 사용되는 물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고 주 

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았댜 또 아무도 없는 교실에 켜져 있는 교실 전등을 끄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선생님과 

친구들도, 가족들도 스스로 필요없는 전등을 끄려는 행동을 보여 주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변호虐} 이 

꿀어낸것이신기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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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학교, 푸르른 지구 

학교정보 학 교 명 경희초등학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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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교 사 남규연 선생님, 김홍교 선생님, 최병철 선생님, 강성아 선생님 

학생구성원 대표: 임현태, 최유진, 정호근, 강다빈; 이은재, 김윤영, 이정우, 박예연 

팀원: 

<2매화남자> 

김도윤 김동완, 김영욱, 김준형, 명치호 박경회, 박찬우, 부현우, 서한영, 손영진, 양 

성민, 유형진, 이정우, 최준환, 최하은 

<2매화여자> 

고은별 고은체 권향립 김민, 김연주, 김지원, 민예홍 박예연, 박준서, 배이세진, 백 

서영, 육혜민, 이지은, 이혜인, 임도은, 한누리, 홍서현, 홍은혜 

<2모란남자> 

김건후 김민성, 김영진, 김지후 김혁진, 박성재, 박승범, 박준현, 박현우, 심재윤, 이은 

재, 임재원 정민기, 조재빈, 차세호 최하늘 편지화 

<2모란여자> 

강한결, 김도은, 김윤영, 박소민, 백서현, 백재은, 성유나, 송유하, 이서윤, 이지영, 전 

고운, 정다민, 채화연, 최보강, 최지원, 황승아, 이채연 

<2난초남자> 

강민성, 고한승, 김태형, 노재환, 박지우, 백동훈, 송준혁, 오석진, 이건호, 이서윤, 이 

성주, 임동규, 장진서, 전윤재, 정호근, 히지후 

<2난초여자> 

강다빈, 고서현 김유진, 민서빈, 변준서, 서유빈, 엄세윤, 윤하윤, 이가원, 이승아, 이 

예은, 이정은, 전지현 조은서, 조주희, 허가영, 김보현 

<2장미남자> 

김민석, 김민준, 김예건, 박성현, 배주원, 서지석, 신윤민, 안세진, 은승효, 이지현, 정 

현우, 채민건, 천우현, 최성준, 최시온, 최연조 

<2 장미여자> 

곽L~, 김두용, 김서진, 김세아, 김지원, 성서연, 심윤아, 유L陀!, 윤시연, 이민주, 이 

수빈, 조예원, 최유진, 허다연, 오수현, 황혜람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지역사회는 서울 도심 속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 공해와 소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지역에 녹 

지가 부족한 편이지만 학교 주변은 다행히 숲으로 둘러싸여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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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은 각종 에너지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간이다, 아동들에게 우리가 

도시인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용품 및 에너지가 저개발 국가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음 

을 알려주고, 사용한 만큼의 책임이 큼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일상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을실천하고자한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사고 훈련으로 아동들을 교육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ESD로 사고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ESD적 사고 

를 교육할 수 있다면 아동들이 성장하여 지역 사회에서 ESD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믿고 있 

습니다 ESD로 사고하는 사회 리더 양성이 본 프로젝트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의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음식물을 남기지 않아요, • 물건을 살 때 생각해 봐요-탄소발자국 

• 내 물건에는 반드시 이름을 써요 • 내 손이 망가지면 우리 지구가 한 순간에 망가집니다, 

• 우유를 제 시간에 마셔요, • 생명을 사랑해요(소라게 기르기 ) 

• 쓰레기 분리 수거는 꼼꼼히 • 우리마을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요. 

• 로컬 푸드를 먹어요,, •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해요 

활동내용 

• 다양성을 이해하는 다문화교육 \ ■ Earth Hour 

4월 1 일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I 5월에는 가정에서 깜깜한 밤에 일정시간( 1 시간 정도) 동 
다문화 수업을 실시하였다 동대문구의 협조로 해당 국가 ! 안 집안의 모든 조명기구를 차단한 뒤 환경을 살리기 위 
의 이주여성분들이 학교로 방문하여 스토리텔링 위주의 ! 한 방법에 대하여 토의해보는 과제를 실천하였다. 암흑 
수업을 해주셨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동화를 들으며 ! 속에서 환경에 대한 토의를 하는 Earth Hour를 실천한 
다양한 문화양식과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 뒤 토의 결과를 가족 신문으로 만들어서 학교로 가져 온 
할 수 있었다, : 학생들이 있었다 프로젝트를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좋 

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 

· 환경신문만들기 ; . 소라게세식구 

9월 통합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켜라'’라는 미 j 7월에는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소라게와 사육장을 구입 
선을 가지고 환경신문 만들기를 하였다. 모둠원끼리 환경 i 하여 각반에서 생명을 직접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문의 주제 구상, 계획, 실행방법, 발표 및 평가를 해봄 ; 소라게가 살기 위한 환경과 소라게의 습성에 대해 배우 
으로써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고, 협동심을 i 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기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 우리마을을소개해요 \ ■ 칭찬 나무(연중 실시) 
8월에는 우리 마을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소 | 칭찬나무는 학생들끼리 친구의 장점과 잘한 일에 대해 칭 
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활동을 해보았 | 찬을 해주는 쪽지를 써서 붙여주는 나무이다, 남에 대한 
댜 우리 마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 □~띄 자연환경과 i 배려심을 기르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볼 수 
사회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에 I 있는 경험이었댜 칭찬나무를 통해 공동체 의식 및 소통 
대한 애향심을 기를 수 있었다 !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 아프리카박몰관체험 · 나의꿈을소개해요 

4월에는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아프리카 박물관에 4반이 \ 3월에는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찾고, 스스로의 진로에 대 

모두 현장학습을 다녀왔댜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 해 탐색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꿈을 선택하고 이를 소중히 
달과 문화유적을 살펴보고, 토속악기를 직접 연주해 봄으 l 여기는 활동을 해 보았다, 아동에게 있어서 꿈을 찾는 것 
로써 지구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 은 ‘자기에에서 나아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 현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아프리카 !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활동을 통해, 
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f 지역사회, 국가, 지구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의 인성을 

기를수있었다 

"''vt lli런7t 스스L m江1언 l I屯i8뎃vt-ft.? 

•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았다 

• 환경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댜 

•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도 주워서 버린다, 

• 나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댜 

• 우리 마을을 사랑하게 되었다, 

祐L, @^%, 꾼E, 店 I따41-1-1는 01tt~111 빠바랏따~? 

우리의 변화는 나의 가족이 변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평소엔 물을 펑펑 쓰던 우리 가족이 이젠 물을 아껴쓰게 되 

었다. 그리고 안 쓰는 불도 끄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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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혜선생님 

노재혁, 정규서, 김예은, 곽도연, 송예준, 이수인, 정윤수, 송명금, 정진현, 성윤현, 

이상화, 양승혁, 정규서, 김민지, 손동건, 박진욱 

프로젝트선택이유 

CD 4-1 과학에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이 있음, 교과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학습을 하고자 하는 취지 

로계획하게되었음 

@ 우리 학교 인근에는 울산 12경 중 하나인 ‘작괘천'이 있음,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연 학습의 

장이되고있음, 

® 하지만 관광객들과 주변 상인들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작괘천이 더러워지고 있음. 우리 반 학생들 
은 작괘천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작괘천과 1 년 내내 함께 생활하는데 몸살을 앓는 작괘천 

을 보며 학생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지역고유문화 작괘천을 지키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 

며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식을 갖추어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써야할 소중한 유산인 

‘물을 지켜주고자 선택하게 되었음 

우리가만톨고자한변화 

@학교 

• 물절약, 물사랑을 실천하는 약속을 정하여 전교생이 함께 실천하는 캠페인 운동 및 실천 운동 전개 

• 나의 작은 변화가 지구적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바른인성함양 

• 학생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적 유기관계를 생각하게 하여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사고를 길러즘 

• 지역사회의 물 관련단체들의 교육기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해시키고자 함 

@지역사회 

작괘천의 소중함과 주인의식을 일깨워 줌 

지역사회에서 작괘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있지만 정작 작괘천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음.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의 작괘천에 닥칠 심각한 결과를 함께 생각해보고 

행동의 변화를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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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세계 물의 날 기념하여 물에 대해 공부하기 

• 물 지킴이 1 인 1 약속 만들어 스스로 지키기 

• 물이 정수되는과정 알아보기(정수처리장견학하기) 

• EM 활성액을 생활 속에서 직접 사용해보기 

• 작괘천의 환경 실태 알기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 교내 캠페인 은동 및 다짐 받기 운동펼치기 

• 홍보포스터 만들어서 교내 홍보하기 

• 지역주민에게 캠페인 활동 및 다짐 받기 운동 

활동내용 

• ‘세계 물의 날' 기념 물에 대해 알아보기 : • 굴화수질개선사업소 견학하기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1 년 동안 이 | 4월 11 일,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은 어디에서 흘러오는 
꿀어나갈 프로젝트를 위해서 물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 ! 지, 더러워진 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수되는지 알아 
니댜 정보시간을 활용하여 컴퓨터실에서 유네스코 물의 | 보기 위하여 굴화수질개선사업소를 견학했습니다. 물의 
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스로 공부해보았습니다 새롭 | 정수과정을 알아보니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알게 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난 후 우리 !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 물 지킴이 약속 만들어 보기 : • 작천정 살리기 홍보 포스터 만들기 

6월 4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을 지킬 수 있는 I 7월 16일 미술시간을 활용하여 작천정 살리기 홍보 포 
약속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댜 모둠 토의를 거쳐서 나 : 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터 만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온 약속들은 실제로 우리 반에 계속 전시하여 물 지킴이 | 생소한 일이었지만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잘 해낼 수 있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댜 나의 작 | 었습니다 그림으로 우리들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은 색 
은 노력이 모이면 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 ;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어주기 위하여 시작해보았습니다, 

• 작천정 생태 알기 및 환경정화 활동 \ ■ EM 활성액에 대해 조사해보기 
여름방학 동안 개별적인 환경정화 및 생태탐사활동을 진 | 10월 11 일 환경에도 도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속 
행하였습니댜 심각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힘든 점이 f 활동에서 쓸 수 있는 EM 활성액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극복했습니다, ; 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EM에 대해 전혀 몰랐습 

9월 21 일 한바탕 여름 물놀이가 끝난 후 작천정의 모습 I 니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기쁘고 금방이라도 지구의 
을 살펴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다녀간 후 황 : 물이 깨끗해질 것만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폐하고 더러워진 작천정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 
■ EM 활성액을 가정에서 활용하기 \ ■ EM 활성액 활용 보고서 만들기 

EM 활성액을 가정에서 직접 활용해봅니다. 우리들이 조사 | 11 월 5일 EM 활성액에 대해 조사한 자료와 우리들이 
한 내용을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고 우리 집부터 실천해보는 ; 직접 가정과 학교에서 사용해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활용 

은동을 시작했습니다 빨래, 야채씻기, 청소, 반려동물 까지 ! 보고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모두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 
EM활성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 었고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들의 자료조사, 보고서 작성 
지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뿌뜻합니댜 ! 능력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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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활성액을 학교에서 사용하기 \ ■ 교내 캠페인 활동(교직원) 

EM 활성액을 학교에서 직접 활용해봅니댜 :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소 
우리 반에서는 주로 청소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유 ; 증한 작천정을 지켜달라고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교장 
때문에 자주 냄새가 나는 싱크대에 사용해보니 냄새가 없 ! 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서 우리들 
어져서 아주 좋았습니댜 그리고 이 물이 하수도로 흘러 ; 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작천정을 위한 한 줄 다 
들어가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미생물들이 좋 ! 짐하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은작용을한다고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圭 다짐이 모이는모습을보니 뿌듯했습니다, 

• 교내 캠페인 활동(전교생) ! . 지역주민에게 캠페인 활동 
전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 !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댜 대견하다는 
다. 우리들이 직접 쓴 대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처음의 ! 칭찬을 받을 때마다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했습니댜 특히 작 
떨리는 마음은 금방 사라지고 어느새 자신감 넘치는 모습 ; 천정 인근의 상가주민들께서 우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 
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우 ; 어주었습니다. 언양의 주민들, 작천정 주변 사람들 뿐만 아 

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한 줄 다짐도 정성 \ 니라 울산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캠페인과 한 줄 다짐 운 
스럽게 적어주었습니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이 다짐을 ! 동을 했고, 우리의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더 널리 알려지는 
잊지 않고 앞으로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것이 작천정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 

• 프로젝트 활동 돌아보기 
EM활성액 활용하기, 한 줄 다짐 운동 캠페인 활동 등등 2학기 동안의 프로젝트 활동을 돌아보는 소감문을 만들어보 

았습니다. 우리들의 발자취가 대단하게 느껴졌고, 지구를 위한 작지만 큰 한걸음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한층 더 세계시민에 걸맞게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Ic.,E IL런?t 스스L ，，，尤1언 1 I屯i님 1-~c.,t-fl.?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 

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하나의 행동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게 되었다. 특히 늘 곁에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 

하고 있던 작천정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후,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장기간의 포로젝트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려운 점 

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였다, 토의를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모 

아보니 아주 멋진 계획이 나오게 되었고, 모두들 열성적으로 참여하여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 반 친구들이 공 

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면서 우정도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울산 안의 작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세계 속 

의 청소년이라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계시민으로서의 큰 뜻을 품어보기도 했다, 1 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자연환경을 더 깊고 자세히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포로젝트가 끝나더라도 포로젝트를 

통하여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시민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祐l., Ii씬%, 1 卜꿈, "''·꺽"1-1-1는 01tt~111 빠바였며?? 
작천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생각의 변화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 

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내 물 사용에 대한 조심성을 기를 수 있었고 교실 및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들이 많이 달라졌 

습니댜 이것이 더욱 퍼져나가 이웃주민에게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EM 활성액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 

는 것은 우리 반의 가정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EM 활성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작천정 주변 주민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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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너’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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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학생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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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 

김동하, 최민기, 황보람 한지수, 박서영, 강백규, 최민기, 심혜립 권태영, 박지성, 이선재, 

노다은, 이시원, 김광민, 김동하, 안재현, 김보현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학교 폭력은 학교 내에서 문제시되어 오다가 자살, 법적 문제 등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면서 사회 문제 

로까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증 · 고등학생 들이 그 위주였다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빈 

번히 일어나는문제가바로학교폭력입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학교폭력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이의 아픔, 슬픔 등을 보거냐 생각할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 

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나' 뿐만이 아니라 ‘너’, ‘우리’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나'만이 아닌 ‘너’, ‘우리’를 함께 생각하자, 

•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폭력금지를 외치자, 

•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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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용연초 3,4학년 유네스코부 15명 학생들과 2013년 5월부터 11 월까지 학교 및 울산지역에서 ‘나’에 대해 성찰하고 ‘우 

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문화공간인 박물관속에서 

옛날부터 사회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서로 도와 이루어 진 것임을 알고, 나와 너의 존재를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Wee센터에 방문하여 집단 상담을 동해 자아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폭력에서 나아가 인권의 증 

요성을 알기 위하여 EBS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보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중 하나인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그리고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모자를 만들어 즘으로써 ‘우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 

간을 가졌습니댜 학교에서는 ‘유네스코학교의 날'을 운영하여 전교생들과, 유네스코부에서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 

폭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3년 7월 \ ■ 2013년 7월 

울산 강남교육청 Wee센터에 방문하였댜 ! 울산박물관으로 견학을 갔다 박물관에서 옛날의 울산모 
친구들과 Wee센터를 둘러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 ! 습부터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둘러보며 한 사회를 이루는 
지 알고, 집단 상담을 경험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 ; 데 많은 사람들의 협동이 필요하며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졌다 | 없음을 알게 되었다 

■ 2013년 9월 \ ■ 2013년 10월 

인권에 대해 공부를 하며 공정무역에 대해 알게 되었다. ; 학교폭력 및 인권율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어 친구들과 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공부가 아닌 노동을 하는 것도 가 | 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슴이 아프지만, 노동에 따른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공 . 

정무역 제품을 많이 사용해야겠다. 

■ 2013년 10월 I ■ 2013년 11 월 

10월 17일은 우리학교의 유네스코학교의 날이다, 유네 l 11 월부터 유네스코부는 세이브더 칠드런의 캠페인에 참 

스코부 친구들과 아침 일찍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 l 가하였댜 바로 신생아 모자뜨기! 12월까지 우리는 신생 
을 하였다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든 포스터를 ! 아 모자를 예쁘게 뜨개질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에 
보여주었댜 중 게 우리의 모자를 선물할 것이댜 

~,냥 1L건?t ~~l o,t:C.~111 I~버(-앗I,,kt? 

• 항상 내 생각, 내 행동이 먼저였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옆의 친구를 돌아 보게되고, 내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었습 

니다, 

• 어려웠던 ‘인권’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의 친구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의 인권을 내가 찾아 줄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나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祐"l., ＠어4, 1 .. 꿈, 쟈꺽41-1-1는 01tt~111 빠뱌앗며?? 

• 우리 반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있으면 모른 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고 사람들을 보면 예전엔 피했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인사합니다, 

• 아직 모자를 뜨고 있지만 내가 만든 모자가 아프리카의 아이에게 전해지면 그 아이는 따뜻한 밤을 보내어 건강하게 자 

랄수있을것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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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교 사 임승찬 선생님, 박종남 선생님, 구자호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준수, 0| 주환, 권현철, 김지민, 김현중, 전성운, 천태준, 이원종, 김세현, 구도영, 

유병주, 이재원, 이광수, 정재훈, 정진영, 추민준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이용하는 안목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 찾는 방문객 

이 즐겁고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안내하고 그런 곳이 되도록 환경 정화에도 노력할 것입 

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광양제철 컵스카우트 대원과 지도 선생님이 5월 -7월까지 학교와 주변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곳, 힐링이 될 쉴 만한 곳, 산책로, 포토존 등을 찾아 지도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 

정화도 함께 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회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을 처음 찾는 방문객이나 외국인에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둘러본다! — 우리 지역의 자원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 
• 생각한다! — 아름다운 자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다, 
• 실천한다! — 자원을 이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늘 소중하게 가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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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학교 단지 입구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였다 I ■ 2-3인이 일주일동안 들아가며 안전캠페인 홍보 
6월 25일, 차량이 많은 아침 시간에 학교 단지 입구에서 ! 물을 만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깨끗한 환경을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였다 학교 선생님, 전교어린이회 임 ! 지키자는 운동을 하였다. 
원과 5, 6학년 임원 그리고 컵스카우트 대원이 참여하였 ) 7월 8일부터 15일까지 홍보물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 
다. 이 날 교통질서 지키기, 안전운행, 보행질서 지키기, i 였댜 아침 등곳길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교에서의 안전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을 자동차 운전자와 학생들에게 캠 ; 의식을 일깨웠다 
페인을하였다 
............................. 

• 학교 주변 도로 및 주택가 환경정화 캠페인을 : • 환경정화 봉사 계획 및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실시하였댜 i 촬영계획을세웠댜 
10월 11 일(금) 이른 아침부터 선생님들과 소중한 우리 i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1, 2차 회의를 거쳐 환경 봉사 활 
자연을 살리고 우리 환경에 관심을 가지자는 캠페인 활동 i 동이 필요한 곳을 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인기있는 산책로 
및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다, i 촬영 계획을 세웠다, 

• 학교 단지 입구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였다 
미래의 리더, 컵스카우트 대원들이 조용한 10 월 27일 

일요일 오후에, 하나 둘 학교로 모여들었댜 

UNESCO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에 

동참하여 ‘지역의 변화가 지구의 변화를 만든다’는 구호 

아래 학교 주변과 우리 지역의 산책로를 다니며 환경 정 

화 활동에 앞장섰댜 내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과 

각오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댜 

아울러 아름다운 우리 단지의 가을 모습을 사진으로 담 

았다. 사진을 정리하여 단지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힐링 

을 위한 산책코스나 쉴 공간을 인터넷에 소개하는 작업을 

할것이다 

1I .... E IL런?t 스스L m尤1언 1 1안바닷 .... kt? 

늘 다니던 학교 등곳길을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이 망설였는데 친구들과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과 주변의 도움을 찾다보니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지 않아 

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 마을을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하고 외부 사 

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을 찾아보니 아름답고 함께 다닐만한 곳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祐2., ＾씬%, 1막 Tlo꺽샤1-1는 01U:~11I 빠BI-땅 .... kL? 

캠페인과 봉사를 하고나니 나 자신이 더 많이 변화되었다 혼자의 생각보다 여럿이 모여 생각하니 내가 발견하지 못한 문 

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해결방법도 다양하게 나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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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선택이유 

2013학년도 홍남초등학교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공정경제교육’, ‘환경교육’, ‘다문화사회교육’을 주제 

로 운영되었댜 먼저 ‘공정경재는 최근 홍남초등학교 인근에 생활협동조합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협동조 

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궁 급증을 동기로 하여 ‘공정 경재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지도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영위할 경제생활에 

있어 공정경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환경교육’은 홍남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 

만 학교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환경교육을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현재 흥남초등학교에는 약 

15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학생과 교직원의 수가 많다보니 교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잔디구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어 인근의 주민들 및 

중고생들이 함께 사용하여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흥남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학생뿐 

만 아니라 교직원, 지역 주민 등으로 그 효과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연결되어 있다. 

셋째로 ‘다문화사회교육은 2012년에 홍남초등학교가 홍성군의 ‘다문화거점학교’로 지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댜 현재 홍남초등학교에는 50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국적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모두 아시아 지역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을 동 

시에실시하고자하였댜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1 ) 유네스코학교 계기교육 실시 

2) 유네스코학교 공정경제 캠페인 실시 

3) 유네스코학교 가로세로낱말퍼즐 실시 

4) 유네스코학교동아리 현장체험학습 실시 

5) 다문화 음식 만들기 체험 

6) 다문화 전통의상 체험 

7) 다문화 한국어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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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알고 실천의지를 가진다, 

•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올바른 의식을 가진다 

• 소비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경제를 실천한다, 

• 유네스코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활동내용 

• ‘공정무역’ 계기교육 • 유네스코 가로세로낱말퍼즐대회 
2013년 4월 8일 아침방송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공정무 ! ‘유네스코'를 주제로 한 가로세로낱말 퍼즐대희를 실시하 
역에 대한 내용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하였댜 학생들의 흥 i 였다 학생들에게 가로세로낱말퍼즐이 있는 안내장을 배 
미를 꿀고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친밀한 ! 부하고 퍼즐을 채워 제출하면 아침방송조회 시간에 교장 
소재인 ‘공정무역 초콜릿을 소재로 한 동영상 여러 편을 ! 선생님께서 직접 정답자 중 10명의 학생을 추첨하는 형 
편집하여 활용하였다,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 ; 식으로 진행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총 322명 

하는 활동인 만큼 어렵거나 낯설지 않게 접근하고자 노력 | 의 정답자가 나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하였으나 저학년 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운 감이 있어 아쉬 ;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도 

움이 남는다, ! 좋은활동이라생각된다, 

• 유네스코학교 부채 제작, 라벨 제작 ; • 유네스코학교 공정경제 캠페인 
에너지절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고자 한 면에 ; ‘공정경제’를 주제로 하여 전교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는 지속가능발전과, 다른 한 면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삽 ! 실천의지를 높이고자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화를 넣고 부채를 제작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i 관련한 문구를 피켓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된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라벨을 제작하여 공정무역 핫초 ! 동아리 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코에 부착 후 배부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의 미를 다시 한 i 를 마련하였다. 아침 등교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캠페인을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시하였으며 학생들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 

• 유네스코학교 공정경제 서명운동 \ ■ ‘다문화' 계기교육 
유네스코 캠페인을 실시할 때 앞으로 공정경제활동을 실 \ 2013년 9월 9일 아침방송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다문화 

천하겠다는 다짐활동을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서 ; 를 주제로 한 동영상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명운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유네스 !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소재 
코학교 부채와 공정무역 핫초코를 배부함으로써 학생들 ! 로 한 동영상으로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여 감상할 수 있 
에게 더욱 좋은 경험으로 남았을 것으로 기대한다, 圭 도록 하였다. 현재 홍남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하여 계기교육 이후 담임교사와 함께 다문화에 대해 토 

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긍정적 인식이 내면화되도록 

운영하였다, 

1공정무역’ 이란? 

러13. ，008. 

•초뮤내스크힙등학고 



· 녹색성장'계기교육 

2013년 9월 23일 아침방송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녹 

색 성장을 주제로 한 동영상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하였 

댜 2013학년도 홍남초 유네스코학교의 활동 주제는 ‘지 

속가능발전'이지만 이 용어가 저학년 학생들에겐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도 6학년에 도입되도록 짜여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대신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계기교육을 실시 

5떴다, 

• ‘홍성문당환경농업마을’ 현장체험학습 
홍성에 위치한 ‘홍성문당환경농업마을’을 방문하여 친환 

경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노력과 그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농사를 지어나가는 주민들의 노력이 학생들에 

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법으 

로 인해 많은 곤충이 있고 이것이 환경 상태의 또 다른 지 

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종 다양성’의 개념도 학습할 

수있었댜 

• ‘행복한i 에너지체험관' 현장체험학습 i • 다문화 전통음식 만들기 
유네스코학교동아리 학생들이 ‘행복한i 에너지체험관'을 f 홍남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함께 다 

방문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체에 ! 양한 국가의 전통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실시하였다 
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경험을 하였 ! 일본의 유부초밥과 우동, 베트남의 월남쌈, 한국의 떡볶이 
댜 천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알 i 를 함께 만들고 먹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교류 
고 그 천연자원이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을 체험 | 하고 친밀해질 수 있었다, 또한 맛있는 음식처럼 다문화에 
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 | 대한 인식 또한 즐겁게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댜 
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 다문화 전통의상 체험 i • 다문화 한국어 교실 실시 
홍남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함께 여 i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 가정 내에선 한국어에 대한 
러 나라의 국기를 직접 그리고 전통의상을 입어보는 활동 ! 노출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 
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 ; 생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 

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를 수 있었댜 ; 소하고자 한국어 교실 강좌를 개설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가 ! 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교실을 
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제공하였다, 통해 학생들은 언어 문제를 해소하여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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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이 되는 것으로 중고등학교의 동아리활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 

댜 이전의 계발활동과 같은 형태의 활동이 동아리활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 

아리를 조직하였을 때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2013학년도 유네스코학 

교 동아리의 학생들 증 2012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1 명에 볼과하다, 따라서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활동 

을 시작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유네스코'에 대해서 설명하고 함께 학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공정경제’ 등의 여러 활동 주제들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프로젝트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러한 어려움 때문에 초반에는 계기교육, 놀이학습 등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각종 개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형성됐다고 판단한 다음에는 캠페인 활동, 가로세로낱말퍼즐 등 학생들과 함께 운영계 

획을 세워 여러 세부 활동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청소년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 

식적 소양을 일정 부분 갖추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여러 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 

댜 또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시민의 자세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가 앞으로 학생들이 세계시민 

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祐L, (산^%， 꾼g, Tlo꺽^바I는 m江1언 I I屯iBI-앗여kL? 

유네스코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때 유네스코동아리 학생 뿐 아니라 전교생,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가로세로낱말퍼즐대회를 실시할 때 학생들에게만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낱말퍼즐01 담긴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폴어볼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가족들도 참여 

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댜 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도 사전에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활동의 내용 및 학습할 수 있는 점 등을 알리고 현장체험 학습을 마친 후에 그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토의해볼 수 있 

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학부모들 또한 홍남초가 유네스코학교라는 사실을 더욱 명 

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속가능발전 및 공정무역, 다문화에 대한 학 

습의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고 있는 홍성환경문당마을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그 실천사례를 경험하게 하고 사후에도 홍성환경문당마을과 연계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할 

때 전교직원의 협조를 구하여 업무담당자 증심으로 추진되는 학교업무 상황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교육복지연구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육복지팀과 연계하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 

들과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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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정 선생님, 류정희 선생님 

최환희, 윤유림, 이가은, 이예린 이민희, 김진호 김영윤, 이수민, 박재모, 하승희, 

오준석, 조호현, 이혜원, 안선영, 박유미, 김희진, 공필주, 유다견, 장원정, 김은경, 

김준현, 백서진, 오유진 신재원, 전인근, 조장현, 이찬복, 박소연, 최진헌, 양동진, 

김민성, 조철민, 류세형, 남유성, 이수아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고장 공주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한국의 고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많은 역사 도시이댜 또한 증국 문화의 수용과 발전을 동해 백제의 문화를 주변 국가들에 전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 국제성과 예술성을 지녔음에도 대외적으 

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아쉬움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백제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 

인 백제문화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내용과 방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고장를 이해하 

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면서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백제 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이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우리가만톨고자한변화 

• 국제 사회에서의 유네스코의 역할의 이해 및 유네스코 학교의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기 

부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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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 문화의 소중함 및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고장의 문화재 및 문화 행사를 홍 

보하는 활동을 동해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주인의식 가지기 

• 백제정신 및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여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반조성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외국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긍정 적인 마인드 

키우기 및 다문화 가족과 친해짐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및 유대감 가지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 유네스코의 이념을 잘 알고 유네스코학교의 단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 지구의 공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지역 고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꿈을 키우겠습니다, 

• 우리 지역의 문화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 지역의 백제문화재에 대하여 알리는 홍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 및 지역에 보존의식을 공유하겠 

습니다 

•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함께 더볼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겠습니다, 

• 유네스코학교 동아리 출범식, •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작은 관심이 세계를 선도한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4월 5일, 청소년 단체 동아리 출범식에 유네스코 단원 4월 27일, 유네스코 학교에서는 우리 지역, 우리 학교의 

40여명은 일 년 동안 유네스코 활동을 열심히 하여 우리 i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그 문 
주변의 학교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세계시 ! 제를 일으키는 영향이나 결과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 
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 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단원들이 학교 또는 지역의 문제 

날 단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국제이해 및 다문화, !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역 고유문화 등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계획해 봄으로써 2013학년도 유네스코학교의 활동 방향 

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값진 시 : 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간을보냈댜 
.......................................................... 
• "생명 담은 빈병 체험 교실"로 녹색생활 실천해요. l • 충남역사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5월 11 일, ‘생명담은 빈병 창의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전통 놀이 한마당 

빈병 재사용, 녹색 환경 실천 다짐 및 체험활동, 빈병을 활 i 5월 28일, 충남역사박물관의 협조로 ‘찾아가는 박물관 
용한 물건 만들기 및 마음담은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활 i 교실’을 열어 유네스코 단원들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쌍 
동을 실시하였댜 병뚜껑을 활용하여 제기를 만들고 직접 ; 륙, 고누, 시페놀이 등 우리 전통놀이 체험 활동을 하였다, 
차보는 민속놀이 활동 병뚜껑을 꾸미고 이름 만들기, 빈 ;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전통놀이 및 백제문화를 이해할 
병을 꾸며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병 속에 사랑의 마 !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물관 학예사의 지역문화 
음담은 편지 넣기, 환경사랑 UCC제작에 대한 설명 및 전 | 역사에 대한 해설 있는 강의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외 
문 연극배우 소개하기 등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앞으로 ; 국인과 다문화 가족에게 지역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녹색 생활 실천을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시간이 되었다 



• 공주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 한국풍속문화연구원 주최, 
찾아가는 공주이야기, 生生 문화재 체험 「제3회, 무령왕 뵙는 날」백제역사체험 

6월 1 일, ‘이복의 효삼을 주제로 할머 니가 들려주는 것 \ 6월 15일, 무령왕이 돌아가신지 1490년이 되는 날로 무 

처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인형극을 관람하였고, 공 ! 령왕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열린 
연이 끝난 후 명승 제 21 호 고마 나루와 효자 이복 이야 !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무령왕에게 제를 
기가 있는 국 고개를 탐방하였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 을리고 나태주 시인의 헌시와 잊혀져가는 전통춤, 백제가 
공주에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와 이복의 효심을 ! 요와 백제기악 공연, 시 쓰기 대회, 부채 만들기, 솟대 만 
본받아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 지역 ! 들기, 전통놀이인 시패, 승경도, 쌍륙, 공기놀이, 고누 놀 
의 민속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보전의식이 높아진 계기 ; 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행사 
가되었댜 ; 진행 도우미 봉사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 유네스코의 작은 

• 실천이 세상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 

• 참(charm) 나라 사랑 바자회 참여 ! • 석장리 박물관 특별 전시회, 
“이웃도 돕고 환경도 살리고" ! 『일본 구석기의 시작 ‘이와주쿠'』시연 참가 

6월 20일, 유네스코에서는 나라 사랑 실천을 위한 바자 ! 7월 15일, 한국과 일본, 구석기문화의 첫 교류로 일본 최 
회를 개최하였다 약 2주간에 걸쳐 전교직원 및 학생, 학 ! 초 구석기 유적지인 이와주쿠 출토 유물을 석장리 박물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복 및 체육복은 물론 책, 장난 ; 관에서 한국 최초로 공개하는 특별전시회가 있어 유네스 
감, 생활용품 등의 재활용품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 ! 코 단원들이 참가하였댜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특별전 테 
이, 어묵, 닭 꼬치, 파전,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풍성한 먹 ! 이프 커팅식과 일본 이와주쿠 박물관 관장의 혹요석 뗀석 
을거리도 판매하여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이 행사는 한 ! 기 만들기 시연 행사가 이어졌다, 이 때 학생들이 직접 뗀 
마음 한 뜻이 되어 이웃돕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전 ! 석기로 활용하여 물건을 잘라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구석 
의 마음을 기르는 동시에 참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 기인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번 체험 활동으로 국제 교류와 
기회였다 !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백제 문화제 ‘공주 이야기 축제' 참여 ! • 독립기념관 역사문화 체험 페스티벌 
공주의 문화유산 알기로 바른 품성 함양 ’ ; 「조상들의 삶에서 찾아보는 꿈 단지」체험 10월 12일, 독 

10월 4일 백제 문화제 기간에 공주의 문화 유산 이야기 ; 립기념관에서 실시되는 역사문화 체험 페스티벌에 참여 
발굴을 통한 향토 사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주이야기 ; 하여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와 문화, 
대회에 참여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공주 지역의 역사· | 진로 영역의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하였다 01 날 행사에 
문화 유적을 조사 가공하여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대희 i 서는 독도 기원문 쓰기, 여러 나라 국기 만들기 등 20여 
로 우리학교 유네스코에서는 ‘‘무령과 왕비의 재회’’라는 ! 개의 부스가 운영되었고, OX퀴즈대회도 열려 우리나라 
제목으로 백제 역사를 재구성하여 참여하였다. 이 활동을 ! 역사를 바로 알게 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댜 이번 체험 
통하여 공주의 문화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심어주고 역사 ! 으로 창의적인 오감 체험과 생활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감성 교육으로 바른 품성을 ;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해가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뿌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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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고장 사랑의 날, 봉사 활동도 함께 ! • 백제 문화 작품 전시회,"우리 고장 공주’’ 
유네스코학교에서는 6월과 11 월 매주 금요일 아침에 지 i 11 월 15일, 작품전시회에서 틈틈이 준비해온 백제문화 

속적으로 유네스코 단원들과 지도교사가 함께하는 봉사 ; 를 재현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선보였다. 우유갑이나, 종 

활동을 실시하였댜 환경의 소중함과 우리 고장을 사랑하 ! 이상자 등 폐품을 활용하여 무령왕의 신발, 발받침, 왕관 
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한 학기에 한 ! 등 백제 유물들을 본떠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여 학생과 학 
번 ‘우리고장 사랑의 날을 정해 금학 생태공원과 충남역 ! 부모는 물론, 지역민, 다른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와서 관 
사박물관을 탐방하며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 람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백제문화를 깊이 있게 알게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으로 봉사와 배려의 마 ! 되었고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음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교 밖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고장의 환경 보호에 앞장서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샤IUE IL컫?t t.t.l. o,t:C-i111 ,~i님뎃vi-ft_? 

• 국제 사회에서의 유네스코의 역할의 이해 및 유네스코 학교의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지구의 공동적인 문제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와 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 우리 지역 문화의 소중함 및 문화재 보존의 증요성을 알고 우리 고장의 문화재 및 문화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백제 정신 및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여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외국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긍정 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祐2.., Iii아%, ？ I-꿈, 店 Io꺽~ l-l-1는 m江1언 1 I孔iBI-땅따t-ft.? 

우리들이 실천한 백제 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우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고장 문화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 고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깨끗한 지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지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관심들이 우리지역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 지역이 우리냐라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나라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레인보 

우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과 선생님, 지역 사회와 공조 체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백제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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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계에 당당하게 나가 세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고장은 농촌지역이라서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나 여러 공공시설이 부족 

하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가 

애향심을 기르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고장 출신의 사람들이 연어처럼 우리 고장으로 돌아 

오기를바란댜 

학교/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나요? 

농촌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고장의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 

의 애향심이 매우 떨어져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직접 체 

험하고 느껴보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애향심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다소 무기력할 수 있는 아 

이들의 자존감이 상승될 수 있고자 노력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아낀다, 

• 우리들은 지역문화를 바로알고 계승하는 사람이 되겠다, 

• 우리들은 우리의 실천과 노력의 향기를 널리 퍼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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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 난계 박연 선생을 찾아서! I ■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중 한분인 난계 박연 선생님 \ 난계 박연 선생님의 고향인 우리 고장은 음악을 사랑하고 
의 생가를 찾았다 난계 박연 선생님은 우리나라 3대 악 \ 축제를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우리 고장 
성의 한 분으로 세종대왕 시절에 국악의 발전에 큰 역할 f 의 난계 국악 축제는 국악을 증심으로 한 여러 음악들이 

을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 연주되는 행사인데, 우리 역시 이 축제에 참여하여 한 공 
우리고장 출신이라는 점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 연을 담당했다 

• 우리 고장의 축제! 나도 한 몫하기! i • 봉호仕b|1 을라! 
우리 고장 영동군에서는 면단위로 매년 주민자치행사를 ! 우리 고장에는 옛날 봉화를 피우던 봉수대가 있다. 이 봉 
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 수대가 있는 봉화산에 올라 봉화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으 

한 방법으로 이 자치행사에 참여하여 우리가 학교에서 배 ! 며, 봉수대에서 보이는 우리 고장의 전경을 보며 참 아름 
워서 할 수 있는 관현악곡을 연주하여 우리 고장을 사랑 i 다운 우리 고장을 다시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다, 
하는마음을표현했다 

• 양산팔경! XH용서당의 향기를 찾아서! · 내사랑송호리! 

우리고장에는 8가지 자랑거리가 있다. 그 중에서 한곳인 ;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송호리!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 

자풍서당을 방문했다 자풍서당은 조선시대 큰 유학자였던 ! 이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이다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사계 
‘이충범’ 선생이 유학을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라 

고 한다 우리 고장은 학문적으로도 전통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D梧중이 뿌듯했다 

~'"'t 11.i런7t 스스L m尤1언 l I혀버(-앗vkt? 

절 관관객이 많아서 자연환경이 훼손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출동해 쓰레기도 치우고 환경보호 

캠페인을벌인다 

저는 사실 우리고장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자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동 

네에는 영화관이 없지? 왜 백화점이 없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고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습니 

댜 하지만 올해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난 뒤 우리 고장은 우리 고장만의 멋과 전통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아름 

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쌓여있는 우리 고장이야 말로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고, 자랑스러운 고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명절날 친척들끼리 모이면 왠지 모르게 도시에 사는 사촌들에게 기축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 

01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우리 고장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祐2.., "샵%, 1I-꿈, Tlo꺽샤1-1는 m江;언 I 빠바땅냐fl.?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난계국악 축제 때 외발자전 

거와 함께 마칭밴드 공연을 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처럼 시골 작은 학교에서 공부해도 못하는게 없는 학생들 

01 자라고 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은 전세계적으로, 행동은 우리 고장에서’라는 팻말을 들고 다니며 캠페인을 해서 그런지 왠지 사람들 

01 우리 고장을 좀 더 사랑하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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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려가는 우리고장, 세계의 미래 

학교정보 학 교 명 시흥은행중학교(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44번길 36) 

홈 페 이 지 http://eunhaeng-sh.ms.kr/ 

지 도 교 사 양정미 선생님, 김정순 선생님 

학생구성원 안수민, 임대현, 조성빈 엄민서, 배승은, 최필수, 목지원 박지훈 최태웅 김승현, 

조민규, 김제섭, 신한재, 이은지, 강세희, 나수연, 이진원, 엄민화, 조성효, 최현수, 

정광희, 안수현, 박지홍 

고로Xil 드 서EHO ° _ -,_ L.. -, ITT 
우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흥시는 서울과 같은 큰 도시와는 달리 주거, 공장(시화공단) 및 농업지 

대(쌀, 포도)가 공존해 있는 곳이댜 공장 지역과 농업 지역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곳보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업지역이 많이 발달한 곳이기 때 

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시흥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등이 더 크게 발전하려면 세계 문물의 다양한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고러나 시흥 지역은 대도심과의 교통 연결이 불편하여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덜 받고 있고, 

세계적 변화와 흐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 유네 

스코반 학생들은 ‘‘함께 고려가는 우리고장, 세계의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우리 고장 시 

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일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였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 고장 시흥의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을 찰 보존하기 위해서 ‘시흥 환경 연합'과 함께 갯골생 

태공원과 오이도를 탐방하며 시흥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해보고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그 

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함께 참가하는 소래산 등반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여 시흥시 관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기부 활동을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보전하자, 

•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 이 모든 것을 나와 네가 함께 실천해 나아가자, 

62 



자 1I,,E lL런1t t.t.l 01tt~111 lr-J.l.바~i.,t-ft.?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자 

는 생각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곳에 쓰레 

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5층 이하 층수는 걸어 다니기, 음식을 먹을만큼만 덜어 먹기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실제로 실천하게 되었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금 마련 활동을 하면 

서 다문화 가정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댜 

祐L, @A%, 1막 1lo킥41-1-1는 m江;1-11 빠바땅따~? 

우리들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계기 

를 마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문화 가정을 돕고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학교를 건립하는 데 도움 

율 주고자 기금을 마련했던 소래산 등반행사, 우리 지역의 주요 생태 지역을 탐방하면서 실시한 환 

경 정화활동 등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실천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가족,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전체를 변화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댜 이 세상의 우리 청소년 세계 시민이 계속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변화의 날은 

찾아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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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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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지구, BIMS 인(人)의 손으로 만들다 

학교정보 학 교 명 부산국제중학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관문로 105-70) 

홈 페 이 지 http://gukje.ms.kr 

지도교사 김종래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성은, 김민석, 이상민 감채윤, 공지윤, 이지현, 전경원, 최성훈, 최진명, 박경서, 

01도윤 

고로XilE 서 EHO ° _ -,_ L.. -, 1"TT 

부산은 산과 바다 등 자연적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우리 학교 또한 산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더욱 더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댜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비판적 

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와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 

보전 의식과 참여 의식 또한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댜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환경문제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즘으로써 환경의식을 향상시 

키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습관화할 것이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 팀원은 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 중 

지역고유문화 살리기라는 주제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나 북한이탈 주민에 대 

한 주제로 삼고 국제이해부분과 관련지어 주제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범위 등 

의 요소가 우리가 실천하고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산의 

64 



지역 고유의 특징 중 무엇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 타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한 캠페인 

우리 학교의 환경동아리와 연계하여 잔반 남기지 않기, 탄소 배출량 줄이기 등의 여러 캠페인을 실시, 

학생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생활 습관을 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친다, 

• 환경 보호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활동 

PPT와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며 교내에서는 교실 및 학생들이 많 

이 다니고 보기 쉬운 곳에 전시를 하여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리고,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 들에 대하여 홍보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 속해 있는 외부강사를 초 

청하여 학생들이 환경에 관련된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환경 의식을 성장시키고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돕는댜 

• 학교농장가꾸기 

우리 손으로 감자, 상추 등을 직접 뿌리고, 심고, 가꾸어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증요성을 인식하며 감, 

무화과, 대추 등 유실수를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재배, 수확하여 우리 땅의 생명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모색한다 

• 학교농장조성하기 i • 감자심기활동 
우리 손으로 감자, 상추 등을 직접 심기 위한 기초작업으 f 감자는 어떻게 심고 가꾸는지 직접 텃밭에서 재배체험 

로 학교 농장을 조성하고 있댜 학생들이 처음으로 삽과 ! 을 하면서 알 수 있었다. 씨감자를 선별하는 방법과 심는 
호미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텃밭을 만들면서 농부의 | 방법도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료는 
마음을 이해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 ! 친환경 비료를 이용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할 
는값진시간을가졌다 | 수있었다 

· 상추재배 

상추의 종류도 다양하여 어떤 것을 심을지 고민하여 선 

정하였댜 상추씨를 심기 위해 고랑을 만들고 조심스럽 

게 한 알씩 한 알씩 텃밭에 심을 때는 정말 농부가 된 마 

음이었다. 소중하게 재배한 상추를 보면서 우리의 농산 

물이 이렇게 재배되어 식탁에 오른다는 것에 새삼 감사 

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샤 1VE lL런1t t.t.l o,U:.~111 I~社距겼1,,rft..? 

· 수확의기쁨 

감자는 3월말에서 4월 초에 심어서 잡초를 제거해주면 

서 관리하면 된다는 사실도, 상추는 심은 후 물만 주기 

적으로 주면 알아서 잘 자란다는 것도 아주 신기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 

환경농법으로 재배한 것이라 더욱 기쁨이 크다,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농장 가꾸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여 처음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왜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댜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직접 삽과 호미를 들고 농부처럼 땅을 일구고, 작물을 재배하면서 때론 더운 날씨 

에 짜증도 났지만 재배과정에서 땀을 흘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학교농장에서의 활동이 재미와 기쁨을 주었 

댜 특히 직접 재배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왜 증요한지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수확할 때의 기쁨은 그 동안의 수고로움을 

한 순간에 잊게 만들었으며 특히 감자를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때 우리가 고생하여 재배한 보람을 가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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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느낄 수 있었다,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직접 농부처럼 우리가 즐겨먹는 상추와 감자를 재배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친환경 작물의 재배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祐"l, lii~H,';1, 1l-꿈, "'''킥"1-1-1는 o,tt~111 I~버뎃며?? 

친환경 지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 잔반 없애기 캠페인을 하자고 하셨다. 또 포스터를 만들 

어야 된다는 사실에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권유로 학년별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교 

식당에서 포스터를 들고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 잔반을 없애자는 말도 하지 못하였지만 두세 번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나의 작은 활동으로 지구의 친환경 만들기에 한 몫을 한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고, 나부터 잔반을 남기지 않은 식습관 

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동참을 원하자 기꺼이 반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정말 잔반이 많이 줄어들었다. 캠페인 활동을 하면 

서 이렇게 좋은 것은 동아리 활동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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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희망을말하자! 

학교정보 
학 교 명 학산여자중학교(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사로 51 번길 61 ) 

홈 페 이 지 http://h-s.ms.kr 

지 도 교 사 황효경 선생님, 정연주 선생님 

학생구성원 박혜빈, 임윤슬, 김유빈, 김윤지, 염지연, 이은지, 임윤슬, 변지영, 박지원, 김보경, 

이도경, 김보현, 박진선, 전진주, 김희지, 박혜빈, 문혜지, 한혜진, 김세린, 오재은, 

정지현, 정현지, 김민정, 노정화, 박지은, 이연지, 이아정, 강수연,정인혜, 강혜진, 

김나연, 조소연, 이화진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학교는 2011 년, 2012년, 2013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유네스코학생회 레인보우 프로젝트 

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그래서 인권, 환경, 지역고유문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우리사회와 미래 

의 후배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견을 학년초 회의에서 

합의하였댜 

우리가만톨고자한변화 

우선 현충일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주려고 했던 평화수호의 의지를 배우기 위하여 참배 하였다, 그리고 부산시청 소공원에서 매주 토요 

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사)부산밥퍼공동체를 통하여 학산 유네스코학생회가 우리 

학교 주변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과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른들을 위하여 밥퍼 봉사활동을 

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와 과거의 일본과 관련된 문화재를 조사 

하고 충렬사와 근대문화유적지를 체험하면 더욱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불우학생 해양체험활동 보조도 하고 클린바다 캠페인도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지도교사와 학산유네스코학생회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 먼저 앞장서서 활동한다, 

• 질서를 잘 지키고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 

• 나의 꿈과 희망을 찾고 진로를 고민한다, 

• 서로서로 도우며 봉사활동을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항상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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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문제 해결 포스터(3월 22일) \ ■ 환경신문 만들기 (4월 6일)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한 설명 ! 신문기사에 나온 물고기 멈추지 않는 떼죽음의 원인에 
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직접 포스터를 제작 하였댜 우 | 대하여 조사하고 토론 하였다, 
리가 직접 대화하면서 포스트를 그리고 의논하고 구상하 | 그리고 토론 결과를 가지고 환경신문 만들기 작업을 하 
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댜 학생들은 꽃구경과 벚꽃 구경 | 여 전시하여 교내의 여러 학생들이 보고 환경의 중요성 
을 하자고 건의도 하였고 그것이 대자연 속에서의 힐링이 | 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폐 
라고 하며 유네스코 활동의 여유를 가지자고 하였다 포 ! 수처리와 폐식용유의 처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스터 제작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 앞으로 집에서 이러한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부모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우리들이 실천할 수 | 님과 의논하여야겠다고 말했댜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 교내 과학의 날 봉사활동(4월 6일) 
교내과학의 날 행사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와 폐 

휴지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였다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칼과 지우개, 풀 등을 함부로 

사용하여 주위를 지저분하게 하는 행동을 보였다. 일부 

우리 유네스코 학생들이 정리정돈을 하고 환경문제의 중 

요성을 말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 밥퍼 봉사활동(5월 25일) 
부산시청 소공원에서 우리 유네스코 학생회원들은 매월 

2회 불우어르신 밥퍼주기 봉사활동을 한다. 설거지, 물수 

건 나누어주기, 책상 닦기, 어르신 어깨 주물러주기, 밥 냐 

르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01 활동은 해마다 하는 것 
이고 우리가 가장 즐겨하고 흐뭇해하는 봉사활동이다. 처 

음에는 힘들고 지저분한 어른들을 만나면 불쾌하기도 하 

였지만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봉사활동이다, 

• 학교주변 정호隆t동(5월 4일) 
학교 정문에 새로운 그림이 완성되었댜 그 주변을 깨끗 

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화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대라는 꽂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둘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 하라.”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글귀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미래의 나를 생각하게 하 

는 훌륭한 시가 우리학교 앞에 있어서 좋고 여러 학생들 

이 깨끗하게 유지하여 희망의 불씨가 되면 좋겠다, 
.................................................................................................. 
• 유엔기념공원 참배(6월 6일) 
현충일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 

공원에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주려고 했던 평화수호의 의 

지를 배우기 위하여 참배 하였다 

부산에 있는 타 학교의 유네스코학생회원들도 많이 참 

가하여 연합된 유네스코학생회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고리고 경남 밀양, 울산에 있는 유네스코학생회원들도 

참가 하였댜 처음 와 보는 곳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들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하여 설명 

을 후배들에게 해주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만들기 (7월 16일) ) ■ 환경과 색소 문제(9월 13일) 

올해 우리학교 유네스코학생회의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圭 우리 몸에 들어오는 좋지 않은 합성착색료에는 어떤 것 
주제인 인권, 환경, 지역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자기표현 ; 이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조사 
을 위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만들었다 다양한 주제 ! 하였다. 무분별한 크레파스의 사용, 캔 종류의 해로운 음 
로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성과를 | 식, 색깔이 들어가는 각종 유해식품 등에 대하여 토론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였다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보드에 붙이고 하 
는 제목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우리 圭 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친한 친구가 되었으며 합성 
주변의 가족과 선생님, 친구, 여러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 ! 착색료가 얼마나 우리 환경과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결과 
을 나누는 학생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 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준비된 환경 

과 색소 문제에 대한 보드를 전시하여 여러 학생들이 공 

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앞으 

로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내 주변부터 

: 나의 가정에서부터, 우리학교에서부터라도 조용히 시작 

! 하고 실천하는 유네스코학생회원이 되기로 합의하였다 
................................................................................................................................................................................................................... 

• 녹색성장실천은 이렇게(10월 11 일) 
녹색성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청에서 보내온 <녹색성장실천은 이렇게>라는 포스터는 매우 유용하였다,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녹색성장 실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전기 

사용량에 대비해 설명을 하여 더욱 이해하기가 쉬웠다 계속하여 녹색성장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유네스코학생 

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lvt It;런?t t.야 ,,,tt.~111 I~버뎃vkL? 

처음에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해 가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 

끼게 되었다 매월 하나씩의 주제를 가지고 레인보우 세계시민 활동을 함으로써 진짜 세계시민이 된 듯한 자부심을 가지 

게 되었다. 이동의 어려움, 시간의 부족, 준비물의 부족 등 힘든 것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협동하여 실천하는 것 

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였다. 게으르고, 늦잠자고, 모든 일들에 무관심하고 했는데 레인보우를 통하여 부지런해지고, 사회 

를 생각하게 되고, 세계를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 앞으로 계속하여 발전하는 나를 만들고 세계평화와 

녹색실천, 환경보존, 우리문화 유산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祐L, (산%, 1막 ~lo꺽41-1-1는 01tt~111 빠바앗따~? 

•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유네스코부산협회와 (사)부산밥퍼봉사단체를 연결해주셔서 대체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우리학교 파라미타 학생들과도 친분도 쌓고 대명여고 언니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었다, 

• 사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 유네스코학생회 만의 모임이며 실천이었는데 사회 사람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았다, 

• 앞으로는 캠페인이나 사회와 같이 활동하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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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그리고 우리의 주변!(부제: 한걸음부터) 

학교정보 학 교 명 보성여자중학교(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가길 66)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bosung-g.ms.kr 

김희정 선생님, 정성용 선생님 

양지안, 전예원, 이아현, 백지선, 전위수, 최승지, 임민주, 이주영, 김지수, 김규리, 

서승희, 허경, 이채정, 표정윤, 전해인, 이윤지 

고로XilE 서 EHO ° _ -,_ L.. -, 1"TT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편견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비판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후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아 처리가 

곤란하고 학급별로 냉난방 시설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문제 

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알리고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외국인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를 이해하여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였 

습니댜 그리고 먹을 때는 건강 생각, 버릴 때는 환경 생각'을 하는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 

였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전력난에 대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에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먹을 만큼 담고, 음식 남기지 않기 ->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기 

• 월별 음식물 쓰레기량 그래프 그리기, 

• 교실의 소등과 에어컨, 히터 끄기에 앞장서기(절약 스티커 붙이기) 

•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 그리기 및 게시 

• CCAP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 이해하기 

• 레몬차 만들기 및 판매 —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마땅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레몬차를 만들어 알뜰 시장에 판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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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 줄이기 ! ■ CCAP 수업 
전교를 돌아다니며 직접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보기도 !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하고 학교 내 전기사용을 그래프로 그려 학교 곳곳에 붙 ! 고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몽골 선생님 한 
이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에어컨 i 분과 몽골에 대하여 알아봤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나라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의 스티커를 디자인해보기도 하면 ! 도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받는 
서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창피하였고 圭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꼈고 문화의 상대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공정무역 ‘레몬차 만들기 및 판매'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 수업도 전교를 대상으로 5회 더 실시되었다, 

• 음식물 쓰레기량 즐이기 
레몬차를 만들고 직접 팔면서 물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 학교 내 급식을 먹은 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조 

대해 알아보았고 물건을 팔았을 때의 이익이 누구에게로 ! 사하여 그래포를 그리고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급식실에 
가장 많이 가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레몬차를 : 붙여 급식은 먹을 만큼만 받고 남기지 않도록 하자는 운동 
만들고 알뜰시장에서 파는 과정에서 물건의 값은 물건을 : 을 했다. 이 활동을 통해 내가 무심코 버렸던 잔반들이 어 
만드는 사람의 노력과 시간에 비해 너무 싸다는 것을 느 : 떠한 곳에 어떠한 피해를 주게 되는지 알았고 그 후 최대 
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은 일을 열심히 한 노동자들에 ! 한 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게 고만큼의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 

각했다, 
.................................................................................................... 
· 소망쉼터에서봉사 

한남동에 있는 소망쉼터에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과 봉사를 하러 갔다. 청소와 산책 등을 도와 

드리며 우리가 이끌어갈 세대에서 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와 행동 등을 배웠고 그들을 위해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깨달은 것 같다, 우리가 그 곳에 갈 때마다 그 곳에 계시던 분들은 항상 웃음으로 반겨주셨는데 그 

웃음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lvt lli런7t 스스L m江1어 1 I쳤i8(-~1,,rft.?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반성도 해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무심코 지나가던 것들을 다시 보는 여유가 생겼고 그로 인해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祐l, (선%， 1막 TIo킥41-tl는 m尤;언 I 빠뱌였c.,kL? 

가족들이 여름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 혹은 부채를 많이 사용하였고 친구들은 나와 함께 곤란한 처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주저없이 도와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교내 학생들의 시선이 많이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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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선생님, 김경란 선생님 

윤지성, 박진형, 추현록, 정민균, 정준재, 이태윤, 황인준, 김재익, 권대웅, 김민서, 

김성태, 차승범, 황태연, 오정식, 노두현, 정성운, 김종호, 이준우, 임승우, 이원재 

고로XilE 서 EHO ° _ -,_ L.. -, 1"TT 

우리 학교가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은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 

는 다문화공동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공동체이며, 공간적으로는 다양 

한 외국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문화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다문화학생이 여럿 존재하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01는 문화적 갈등 

과 불협화음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탕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외국, 특히 저개발 국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도움주기의 터전이 되 

기도합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중학생은 흔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존재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회의 일부로 

서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공유하며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알아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 

와 해결책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그것을 전달하고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것의 상대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많은데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도 주변의 아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습 

니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정의에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하나의 나비효과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 

치 않겠습니다. 현실을 알리기 위해 레몬차를 만들어 알뜰 시장에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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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페루 선생님과 함께하는 먼나라 이웃나라 
5월 21 일에 ‘찾아가는 먼나라 이웃나라’ 프로그램에 참 

여하였다 페루에서 오신 야넷 칼레로 선생님께서 고대 

문명이 활짝 꽃피웠던 남미의 국가 ‘페루’에 대해서 재미 

있게 설명해 주셨다. 선생님께서 입고 오신 페루 전동 의 

상이 인상 깊었고 페루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소 

중한시간이었다 

• 고려대학교 박물관을 찾아 동궐도 관람 
4월 9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의 배치 

를 그린 동궐도를 전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람하였다, 

앞으로는 이 동궐도를 실제로 볼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 

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생 형과 누나들의 설명에 귀를 기 

울이며 동궐도가 왜 의미있는 역사적 자료인지 알게 되었 

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키울 수 있었다. 

• 창경궁 탐방 i • 하나다문호년..!!터 ‘다린'에서의 체코 음식 만들기 
9월 10일 슬픈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궁궐인 창경궁을 ) 10월 8일 한성대입구에 위치한 하나다문화센터 ‘다란에 
탐방하였댜 문화해설사와 함께 창경궁을 탐방하며 동양 ! 서 체코 음식을 만들었댜 우리가 만든 음식은 감자 크로 
의 철학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 켓과 비슷한 맛이나는 음식인 빠빠레예나였다. 감자를 삶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문화를 ! 고 닭가슴살을 익히고 달걀을 삶는 등 맛있는 재료가 총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였 ; 출동한 만큼 그 맛은 환상적이었다. 평소 해 보지 않았던 

댜 ; 칼질을 하느라 진땀 깨나 쏟은 동아리원들은 평소 고생하 

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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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운동화그리기 

11 월 12일에 미지센터에서 주관하는 ‘희망의 운동화 그 

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희망의 운동화 그리기’는 

운동화가 없어 맨발로 다니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아 

시아의 빈곤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운동화 

를 전달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난민캠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전달하기로 하고 진지한 자세로 운 

동화그리기에임했댜 

사’UE IL런?t t.t.l 01t:e.~111 1ft:버(-앗다rfi..? 

• 키르키즈스탄 선생님과 함께하는 먼나라 
O|웃나라 

10월 15일에 ‘찾아가는 먼나라 이웃나라' 프로그램에 참 

여하였댜 키르키즈스탄에서 오신 아이다 선생님의 강의 

를 듣게 되었는데 평소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에 대한 강 

의라 더욱 흥미롭게 둘을 수 있었다, 

또 선생님께서 키르키즈스탄의 전통 의상과 전통 악기, 

전통 인형 등을 가지고 오셔서 키르키즈스탄을 더욱 생생 

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댜 

일단 우리 동아리원들의 세계를 보는 안목이 넓어졌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만나면서 ‘우물 안의 개구라였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 어디엔가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댜 

祐2., Ii성%, 1막 1|o꺽4t-iI는 m尤;언 I 빠바앗며-?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면 친구들끼리 서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고 하면 재밌었는 

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학내의 많은 구성 

원들이 희망의 운동화 그리기 릴레이에 참여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또 인권을 중시하는 학생으로서 직접 생각하고 믿는 

바를 실천해 보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지만 소중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활동이 바탕 

01 되어 더 많은 변화를 이꿀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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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선생님, 김상태 선생님 

황지수, 양세희, 조윤희, 박연지, 박현진, 권휘, 신한기, 황인애, 염규희, 권현수, 

송은선, 신규나, 김다연, 조민희, 정연지, 양세희, 이나영, 한에나, 강범준, 김정선 

고로X11 드 서EHO ° _ -,_ L.. -, 1"TT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한복, 음식 등)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 우 

리나라 문호頃}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해서 사람들은 별로 큰 관 

심을 갖지 않으며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확 

실히 알고 우리나라 고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01 프로젝트를 선 
택하였댜 또한 우리나라 고유문호틀} 외국인들한테도 소개하며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의 문화의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되었다 기존의 우리학교 국제문화이해반의 끊임 

없는 환경사랑활동으로 환경문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달된 것 같아, 이번 

포로젝트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알리미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를 우리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냐라를 찾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 

하고 싶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역사적인 지역을 알림으로써 서울내의 문화재와 장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지역고유문호壇! 사랑하는 것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학교 학생들이 무관심했던 우리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이해해서 우리 문 

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했다 잘못된 정보는 지적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4대 궁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장소였는지 친숙하게 접근하여 UCC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전파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동아리원 20여명뿐 아닌 전교생이 세계시민의식을 가지 

게하기위해노력하였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하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역고유문화를 배웁니다, 

• 둘 우리 한 사람의 의식변화가 여러 사람의 의식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믿고 행동합니댜 

• 셋, 우리의 지역고유문화의 우수성을 사명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 넷,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다섯,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세계시민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 참여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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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3.23 Earth Hour 참여 ; • 5.15 제10회 서울환경영화제 - 전교생 시네마 

국제문화이해반 학생들은 지난 3월 23일에 있었던 지구 | 그린틴 참가 
촌 불끄기 행사 ‘Earth Hour’에 참여하고, 참여 인증샷 ! 5월 15일 용산 CGV에서 열린 서울환경영화제에 시네 
과 소감을 작성하였다 볼끄기 행사에 참여하며, 작은 볼 ; 마 그린틴으로 참가 신청하여 전교생이 환경영화제를 감 
편함일지라도, 한 명의 움직임이 환경을 지키는 위대한 : 상하였다, 국제문화이해반 학생들이 주가 되어 환경영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귀한 시간이었다. 제를 소개하는 유인물을 만들고 홍보하였다, 서울환경영 

화제에서 상영된 뜻깊은 영화를 본 후 감상문을 발표하 

고, 이벤트파크에서 진행되는 여러 체험활동에 참가하여 

전교생의 환경감수성을 깨워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5.24 인사동 탐방기 ! ■ 7.19 서울의 4대 궁 탐방기 

지역고유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첫 번째 활동으로 서울 ; 서울의 4대 궁인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을 탐방 

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인사동 탐방을 하였다. 모둠별로 ; 하였다, 4대 궁을 소개하는 UCC를 제작하기 위한 사전 

인사동을 이곳저곳 돌아보며, 인사동의 옛 정취를 느끼고 ! 조사 겸으로 모둠별로 각 궁의 용도와 구조를 살펴보고 
색다른 곳을 소개하고자 열심히 탐방하였다. 최초로 만들 ;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왕이 직접 살던 곳을 구경해 
어진 약국, 여러 골동품 가게와 우리나라의 전통 물건들 ! 보니, 예전에 와보았던 곳도 더 신기하고 실감났다. 우리 
을 구경함으로써 우리 고유문화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 ; 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도 알게 되었고, 평소에 그냥 지나 
으며, 고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고유 ! 쳤던 공간도 찾을 수 있었다.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여 외국인에게 인사동 길을 

영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나름 재미있고 뜻깊은 일을 

한 것 같았으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많이 알아가고 친근 

해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 9.13 서울愛 프로젝트 - 서울 4대 궁을 소개합니다. ! ■ 10.18 서울愛 프로젝트 - 떡 박물관 ‘궁중 문화의 

UCC 제작발표회 ; 이해: 수라간에서 찾는 왕의 건강 밥상 이야기’ 
7월 4대 궁을 탐방하고, 방학 동안에 모둠별로 4대 궁에 ! 4대 궁 소개하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종로에 있는 떡 
대한 내용을 더 알아보아, 드디어 UCC를 모둠별로 4편 ; 박물관을 찾아 조상들의 옛 식문화 체험을 통해 조상들 

제작하였다 함께 모여 제작한 UCC를 보며 의견을 나누 | 의 슬기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궁중 식문화(수랏간 문 
고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제작한 UCC가 완벽하지는 i 화) 체험활동을 하였다. 한국전통식품문화연구원 분들이 
않았지만 잘 편집하여 나중에 학교 전체에 방영할 생각을 i 박물관 내부를 설명해주어 궁중 식문화에 대하여 배울 수 
하니 마음이 뿌듯하였다 ! 있었고, 왕이 먹는 여러 음식에 대하여 알 수 있던 좋은 기 

회였댜 궁중에서 먹는 왕의 간식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였으며, 바른 자세로 앉아 활동지를 작성하며 복습하는 

기회도가졌다 



~lvt 11.i런1t t.t.l o,Z::C.~111 l~l님뎃此t?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또한, 우리고유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내가 

몰랐던 여러가지 정보를 차츰차츰 알게 된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것 못지않은 우리문화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 왠지 모를 자부심이 생겼다, 이런 소중한 우리지역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다는 의식이 생겼으 

며,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祐L, (선묘, 1I-꿈, TIo꺽샤1-1는 m江1언 I 빠BI-땅 .... kL? 

나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이런 변화는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에도 작은 영향을 미쳤다. 여행의 목적지를 정할 때 지역사회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제시하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서로 사전조사를 하여 서로가 모르는 점을 해결 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친 

구들과 선생님과 여행을 갈 때에도 문화재나 우리문화에 대해 내가 아는 내용이 있으면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기뺐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전의 나처럼 친구들의 잘못된 지역문화상식을 알려주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였다. 뿌듯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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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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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선생님, 황초롱 선생님 

이승민, 이현경, 강예신, 박다정, 양수연, 이윤정, 김수연, 김진규, 이재모, 임현아, 

손윤지, 이규현, 하수민, 유희윤, 김지윤, 이윤경, 한종혁, 성현수, 이지원, 최동혁, 

손희윤, 이윤서, 김혜민, 이지민, 이채리, 박소담, 황성민, 박민영, 고가영, 김윤영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프로젝트의 주제는 다문화와 환경이기에 당연히 학교나 지역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이나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글로벌 시대인 지금은 다문화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매우 증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나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꿀고 있는 주제이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처럼 환경이나 다문화는 모든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고, 지역사회의 각종문제에 

도우리의 활동이 직접적으로연결되리라생각된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일단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Rainbow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편 

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자 노력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프로젝트이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다문화가 존중되는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 

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지역사희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보고자 했다. 예를들어, 세계 멸종 위기 동물 

둘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캠페인 같은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관용의 태도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자세를 항상 가지며,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배려와 존중으로 

상대방을대한다, 

• 나부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행하며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려고 애쓴다, 

• 모든 동아리원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 배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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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CCAP-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문화 이해 

4,5,6월에는 일본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선생님을 초빙 

하여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수업 전 포스터를 

만들고 PPT 발표 자료를 통해 미리 예습 하는 시간을 가 

졌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문화 소품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어 모 

으셨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간접체 

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CCAP는 우리 꿈에 다가가는 데 

큰도움을주었댜 

• 멸종위기동몰보호캠페인 
10월 16일 교보문고 광장 앞에서 세계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각 모둠은 우리나라, 북극 그리고 

아마존의 동물들에 대한 멸종 위기 동물들을 소개하여 보 

호하자는 내용을 분담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을 볼러일으키기 위해서 ox퀴즈를 준비하였는데, 생각보 

다 시민들의 반응이 시큰등하였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아 

도 지나가면서 포스터를 보았을 것이고 우리의 작은 노력 

에 관심을 보였으리라 믿고 의미를 두기로 하였다, 

• 지구롤 위한 한 걸음 캠페인-에너지절약 
8월 18일, 우리 동아리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 서울, 강원 

지역 학교의 동아리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등학 

교 선배들도 함께했던 만큼 그 스케일이 남달랐다, 우리 

동아리는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 부채 만들기 코너를 

운영하였다 특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에어 

컨 대신 선풍기, 선풍기 대신 부채를 쓰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가 타인과 사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 

닫게된하루였댜 

■ CCAP-영국 등 외국 문화 이해 

9,10,11 월에는 영국 알제리, 스페인 선생님들을 모셨 

다 환영 포스터와 환영 문구를 준비하였고, 선생님들께 

서는 우리에게 많이 생소한 인사말들도 가르쳐주셨다. 또 

한 각 나라의 의상과 놀이기구, 그리고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 등을 준비해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 

셨으며,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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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 E IL런?t t.t.l 01tt-i111 11ii1-11-~vt-ft..? 

• 양천구 다문화 행사, 세계 속으로 GO GO 

10월 26일, 우리는 양천구에서 주최하는 다문화가족행 

사에 참여했다 여러 나라의 전통음식을 맛보고 문화공연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문화 

골든벨 퀴즈행사에도 참여하여 우리 동아리 최동혁 학생 

이 1 등을 하는 영광도 얻었댜 이 행사 참여를 통해 다문 

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여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하지 

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수 있지만, 우리 동아리 30명의 친구가 뜻을 모으 

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깨달음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더 길러졌다고 생각한다. 시작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었던 세계시민 포로젝트가 지금은 낯설지 

않다. 

祐l., Ii씬A%， 1막 쟈꺽,{1-1-1는 01tt~111 빠바였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댜 우리는 여러 사회 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는 캠페인 홍보도 하 

고, 참가 후의 느낌과 정보를 얘기해주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인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호소하여 그 

둘의 의식을 깨웠다 이런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전기를 아끼는 습관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작은 변화가 일어났댜 



방l::IH증학교 타@ 
다문회 환정 

에너지 절약과 자연환경 보호는 내 손으로! 

학교정보 학 교 명 방배중학교(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44) 

홈 페 이 지 http://bangbae.ms.kr 

지 도 교 사 심연욱 선생님, 안수진 선생님 

학생구성원 한지호, 허지원, 지상언, 오건, 박정빈, 이우진, 신정호, 장동호, 황성목, 김민기, 

임시우, 은희창, 김은성, 윤현준 

고로X11 드 서EHO ° _ -,_ L.. -, 1"TT 

우리 동네 서래마을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근처의 도심 속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 공해와 소음에 많 

이 노출되어 있댜 지역에 녹지가 부족한 편이지만 학교 주변은 다행히 숲으로 둘러싸여 도심 속의 휴 

식 공간 역할을 한다 도시 공간은 전기, 물, 가스 등 각종 에너지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오염 물질을 배 

출하는 공간이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도시인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생활용품 및 에너지의 양 

이 저개발국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려주고, 사용한 만큼 책임이 큼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일상 생 

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ESD(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사고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ESD적 사고를 교육할 수 있 

다면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지역사회에서 ESD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ESD로 사고하는 사회 리더 양성이 본 프로젝트의 장기적 목표였다. 이는 학교의 교육이 지역의 변 

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비록 적은 수의 유네스코학교 동아리반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지만 변화는 클 것으로 기대한다. 주변 

의 환경과 미래를 바꾸는 주체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개인들의 작고 반복적인 실 

천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다. 그러한 자신감으로 

방배중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앞으로 들어올 후배, 그리고 현재의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의 지역 주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깨끗한 방배중학교와 서래마을을 만들고 싶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식사 시간에 음식물을 남기지 않아요, 

• 학교에서 학용품 등 내 물건에는 반드시 이름을 써요, 

• 학교에서 이동수업을 할 때에는 교실 전등을 반드시 끄고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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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꼭 닫아요, 

• 교실, 집에서 재활용폼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꼼꼼히 해요, 

• 배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요, 

활동내용 

• 태양열조리기 및 풍력발전기 모형 만들기 
0 일시: 2013. 6. 20. 

O 장소: 본교 1 -4 교실 

O 참가자: 유네스코학교 동아리반 전체 

O 교육내용 

- 태양열조리기 모형 만들기 

- 풍력발전기 조립 

- 전기 생산 현황 및 에너지 절약 교육 

O 기대효과 

-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인식 

- 태양열조리기와풍력발전기 원리 이해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사 초빙 교육 
O 일시: 2013, 5, 9, 

O 장소: 본교 1 -4 교실 

O 참가자: 유네스코학교 동아리반 전체 

O 교육내용 

-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및 예방법 

-소중한에너지활용 

-물전기절약방법발표 

O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 인식 

- 자연환경보호 인식의 확산 

- 향후 동아리활동의 방향 설정 

• 기후변화대응교실 에너지 절약 보드게임 
‘지구촌힘씨’ 

O 일시: 2013. 7. 11. 

O 장소: 본교 1 -4 교실 

O 참가자: 유네스코학교 동아리반 전체 

O 교육내용 

- ‘지구촌 힘씨’ 보드 게임을 통한 환경 교육 

- 세계문화유산 보존 운동의 필요성 교육 

O 기대효과 

- 협동심을 통한 지구촌 살리기 운동 전개 

- 지구촌의 세계문화 유산에 대한 애착심 증대 



• 지역사회 반포천 수질 검사 활동 
0 일시: 2013. 10. 10. 

O 장소: 서초구 내 한강지류 반포천 

O 참가자: 유네스코학교 동아리반 전체 

O 교육내용 

-반포천생태계조사 

- 수질 검사를 통한 오염도 측정 

O 기대효과 

- 한강 지류인 반포천 살리기 운동 전개 

- 지역사회 환경 보전 대한 애착심 증대 

~lvt 11,;린1t t.t.l 01tt~111 I~버뎃1,,t-ft..? 

•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 
0 일시: 2013. 9. 5. 

O 장소:본교교내곳곳 

O 참가자: 유네스코학교 동아리반 전체 

O 교육내용 

-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물 절약, 전기 절약 방법 토론 

O 기대효과 

- 에너지 절약은 나부터 실천 

- 녹색 생활 실천 캠페인을 통한 다짐 

유네스코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오염, 이산화탄소 배출 물질, 에너지 낭비를 초래 

하는 일회용 제폼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작은 힘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연환 

경 보전활동에 힘써야 하겠다, 

특히 녹색 상품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여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앞 

으로도노력할것이댜 

祐L, (산%, 꾼E, 1lo킥^바I는 01u:~1-11 ,~l-H1-r~다~? 

집에서는 빈방, 화장실, 학교에서는 복도의 전기를 끈다. 자연 채광을 이용한다. 컴퓨터나 프린터 등은 10분 이상 사용하 

지 않으면 전원을 끈댜 어디에서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뽑아둔다. 전력 피크 시간대 (10-12시, 17~19시)에 

는 전기 사용을 줄인다. 여름철이라도 냉장고 문은 불필요하게 여닫지 않는다. 뜨거운 음식물을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는 

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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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학교 ‘3.P ®0 
세게． 지역고유문화 

세상어디에도없는우리 역사 

학교정보 학 교 명 영훈국제중학교(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younghoon.ms.kr 

이지영 선생님, 배민석 선생님 

심이헌 이선민, 이성림, 최주연, 이태영, 최다미, 이수연, 이재현, 정세화, 김희연, 

홍영현 박주용, 정예원, 이재훈, 진정우, 이나영, 유민지, 임종범, 성지수, 정하은, 

정찬우,정해빈 

고로X11 드 서EHO ° _ -,_ L.. -, 1"TT 

각 나라마다 지나온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역사 유적지나 유물 등이 있을 것 

이댜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고유문화가 있고, 문화유산이 있다, 또한, 모 

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과 세계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보, 세계문화유산들 

을 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자신들만의 고유 문화를 보호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는,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빼앗긴 문화들이 있다, 또한, 사실에 없던 역사가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경우 

와 사실이었던 역사가 왜곡되어 잘못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독도 전 

쟁이댜 많은 역사적 사실과 역사 기록 등을 보아서는 독도는 한국 땅이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고, 해외 나라들의 서적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동해가 ‘Sea of Japa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댜 

이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고유문화와 역사들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빼앗기고 왜곡되는 경우가 매우 

많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잘못된 역사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다른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것 

을 알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문화가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역사가 왜 

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자세하게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주변 사립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 

의 소중함을 알리고, 잘못된 역사 그리고 빼앗긴 문화유산을 되찾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동아리원들이 먼저 주제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서로 구체적으로 연구한 소주제를 발표하여 정 

보공유하71 

• 학교 안의 원어민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역사 

를바로알리기 

• 외부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의 대체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 

그리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 알리기 



활동내용 

· 보고서작성 

• 해외에 있는 펜팔 친구들에게 영어로 우리가 제작한 다양한 것들을 보내어 펜팔 친구들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기 

• 성북구 다문화 가정 행사에 참여 하여 영어로 제작된 산출물 나눠 주기 

• 왜곡된 역사와 관련된 곳 방문하기 

· 설문조사실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니, 활동을 하기에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 한 뒤에, 일반인들과 교내 학생들, 선생님 

역사와 빼앗긴 문화재 등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하였다.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그래서, 동아리원들과 상의를 하고, 각자 역사 사건, 문화 왜곡된 역사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동 

재를 맡아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개인별로 자료수집을 아리원들이 각자 요일을 맡아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교 

하고 보고서를 쓴 뒤에, 서로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 내를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 

져 동아리원들이 주제에 대한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냐라 역사에 대한 사 

록 하였댜 람들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번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 

가되었댜 

· 홍보용우드락제작 · 교내홍보 

매 동아리 시간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번 주제에 우리 동아리원들은 각자 점심시간과 간식 시간을 이용해 

대해 잘 알릴 수 있는지 토의하였다. 그 결과 가장 좋은 서 사전에 만든 우드락을 들고 교내를 들아다녔다. 그냥 

방법은 눈에 잘 띄는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 

우리는 동아리 시간을 이용해서 각자 조사한 주제에 대해 도록 와서 한 번 보라는 식으로 참여 유도를 하였다, 또한, 

정리하고, 사진을 붐여 만들었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기회도 가졌다 이 홍보물들은 12월 말에 열리는 교내 학 

술 동아리 발표회에 쓰여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 

록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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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홍보 . 팜플랫제작 

이번 프로젝트는 단지 교내 학생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아 우리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왜곡된 역사나, 빼앗긴 문 

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화재에 대해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람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아리원들은 교내에서 들에게 일리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좋지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과후에, 주변 지하철 역, 버스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보고서 

정류장, 대형마트 앞에서 우드락을 들고 일반인들에게 설 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명하는 활동도 하였다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사진을 첨 

가하고, 디자인을 해서 프린트 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말 

에 있을 교내 학술 동아리 발표에서 나눠줄 예정이다 . 
.................................................................................................................................................................................................................. 

• 최종 결과물, 전자파 스티커 제작 • 포스트잇 제작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욜 우리나라의 왜곡된 역사 종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독도 

조사해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이다. 이에, 독도의 사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는 전자파 스티커를 만들기로 하였다, 작은 담은 포스트잇을 제작하였다. 고러고나서, 전교생에게 나눠 

전자파 스티커에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스티커가 주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들어있는 표지에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역과 핵심 내용을 

담아 제작하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나오면 전 

교생과 선생님들께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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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 1VE IL런7t 스스L m尤1언 l I합.님뎃i.,rfl.?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역사’라는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역사들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사라지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해외에 있는 펜팔 친구들에게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겠 

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댜 더불어,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역사에 대해 사전지식도 거의 없었고, 단지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 그러나, 1 년간 노력하 

고, 활동을 한 결과, 동아리원들은 우리 주제에 대한 왜곡된 역사들을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났어도, 

올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다녀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 

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祐L, ＠어i, 1 卜꿈, 1lo킥41-1-1는 ml::t;1-11 빠바땅따~?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해외펜팔 친구들 등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역 

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역사 중 어떤 부분들이 왜곡되어지고 있는지 동아리원들이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 모두들 대충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동북공정’ 등의 이야기를 구체적 

으로 알려주니 그들 또한 우리의 역사를 반드시 수호해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끔 하였다, 주변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구성 

원이나 각자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달한 내용들을 알리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우리역사를 지키는데 주춧 

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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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학생구성원 

박지현 선생님, 송혜윤 선생님 

우정빈, 장재훈 강민화, 김지훈 이병찬, 양지윤 강민수, 김형경, 김희원, 유성현 

임강호, 임강희, 문혜지, 이수형, 이선호, 이예은 

고로XiI 드 서EHO ° _ -,_ 느 -, 1"TT 

2012년 3월에 개교한 학교로 스마트 수업을 위한 최신 설비를 갖추어 전국에서 견학 오는 학교이지 

만, 전국에서 전학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학교적응, 교우관계 문제 등 정서적 볼안을 많이 겪고 있다, 

또한 한솔중학교의 내부 환경이 시멘트 건물과 딱딱한 스마트 기기로 구성되어 있고 녹색 공간과 쉼 

터가 없는 상황으로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좋지 않은 환경이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 도시농부활동의 실천적 체험과 스마트환경을 활용한 자료의 수집, 분석, 공유 활동으로 자연과 생 

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구환경 보호 및 유지를 위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 신장 

• 지속가능발전 사회 구현을 위한 인류의 책무성 인식 

• 홍보 및 실천 활동을 통해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민의식 신장 

• 학생들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널리 홍보되어 로컬푸드 소비 촉진,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을 이용한 

채소밭이나 화단 만들기에 보다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학교 옥상을 이용하여 텃밭에 채소와 꽃을 가꾸며 친환경적인 태도와 융합적 사고력 및 세계 시민 

의식을기른다 

• 학교와 지역사회에 우리들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개발을 통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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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도시농부활동(3월) \ ■ 도시농부활동(4월) 
도시농부 동아리를 조직하고 방과후 활동 교육과정 내 동 l 씨앗과 모종을 심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아이들과 이랑을 
아리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과 함께 옥상 텃밭의 돌을 고 | 만들었댜 농사는 적기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작물에 따 
르고 퇴비를 뿌려 흙을 갈아엎으며 농사를 준비했다. 아 ; 라 농사짓는 방법도 다양하여 세종시농업기술센터의 도 

이들이 퇴비 냄새로 혼비백산했지만 흙과 친밀해지고 농 ; 움을 받아 농사짓는 노하우와 도시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사의 가장 기초로서 중요한 작업이었다, ; 연수를 받았고 계속적인 교류로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나 
큰도움이되었다, 

• 도시농부활동(5월) \ ■ 도시농부활동(6월) 
올 해는 4월 중순 이후에도 바람이 차가워 모종도 늦게 ! 심을 때는 힘들었지만 물도 주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 
나왔는데 5월이 되니 기온이 따뜻해져서 각종 채소와 화 ; 라는 작물을 보니 힘든 줄 모르고 아이들과 함께 잡초도 
초 씨앗(적상추, 담배상추, 부추, 쑥갓, 맨드라미, 해바라 | 뽑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즐겁게 작업했다. 금새 토 
기, 등)를 뿌리고 모종으로는 큰 토마토, 대추 및 방울토 l 마토의 첫 수확물을 맛 보았는데 싱그러운 토마토의 향기 
마토 참외, 수박, 옥수수, 오이, 가지, 풋고추 들깨 등 다 | 와 달콤한 과즙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 
양한 작물을 심었다 또한 5월말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 ; 았댜 씨를 뿌린 채소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 속아낸 어 

력하여 1 층 화단에 모심기를 했댜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 린 채소잎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나누어 맛있는 비빔밥 
서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관찰하면서 성 ! 을 만들어 먹었다, 
장의기쁨을맛보았다, 

• 도시농부활동(7월) 
감자의 첫 수확이 시작되었다. 우려와는 다르게 감자 알 

이 토실토실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수확했다, 또한 참외도 

잘 자라서 아이들이 참외도 솜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되는 등 다양한 수확 체험을 하게 해 주었다, 

• 도시농부활동(그린스마트 유네스코 캠프 준비) 
하계방학 직후 그린스마트 유네스코 캠프라는 타이틀로 

옥상 텃밭에서 자란 작물을 직접 수확하여 한솔동 주민센 

터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 장터에 허락을 구해 학생들 

과 함께 작물을 판매해 보는 등 융합 교육을 실시했다, 아 

이들에게 한솔동 주민을 상대로 파머스 마켓을 알리는 홍 

보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동네 여기저기에 붙여 보 

는활동을해보았다 

• 도시농부활동(그린스마트 유네스코 캠프 □~! 활동) \ ■ 도시농부활동(8월) 
아침 일찍 학생들이 옥상 텃밭에 모여 고추 참외, 호박, 오 ! 방학 중에 옥상 텃밭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를 고민했고 
이,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수확하고 포장하여 시장 ! 세종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 
에 듈고 나갔다 이 중에서 밭에서 나온 채소로 전을 부쳐 ; 간을 주면서 기존 작물을 관리하고 가을 밭을 준비할 수 
팔았는데 반응이 좋았고 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 있었다, 농사경험이 풍부하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단체와 ‘세종포스트’라는 지역 신문에서 취재도 하는 ! 하에 이랑을 새로 만들고 열무, 얼갈이, 배추, 무 모종 심 
등 성황리에 마켓을 종료했댜 총 수입금도 약 20여만원이 ! 기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었고 행사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수입금에 대한 사 

용에 대한 협의도 실시했다. 주요 의견은 내년 농사를 위해 

모종과 씨앗을 준비하자, 다음으로는 유네스코에 기아나 

난민을 돕는데 성금으로 보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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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부활동(8월) i • 도시농부활동( 10월 — 세종시 행복 한마음 
하계방학 중 도시농부학생들과 함께 농작물 성장도 기록 i 축제 참여 — 파머스 마켓) 
하고 잡초뽑기, 물 주기, 수확하기 등을 함께 했다. 또한 1 i 세종시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축제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 
충 화단의 벼가 잘자라 흐못했고 교감선생님께서 관심을 ; 에 파머스 마켓을 열었다. 행사 당일 아침 일찍 모여 고구 

갖고 벼애 물도 주시면서 함께 할 수 있어 보람도|었다 | 마, 토란, 파, 상추, 열무, 순무 등을 수확하여 지역민들에 
· 게 도시농부활동도 홍보하고 작물을 학생들이 직접 수확 

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경제교육과 농민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 도시농부활동(10월 벼 베기 체험) \ ■ 도시농부활동(11 월 김장축제) 
10월 중순에 세종시농업기술센터와연계하여 벼 베기 체 i 일주일 동안(11 월 11 일 ~16일) 매일 방과후 시간에 모 
험을 실시하였다 아이들이 직접 낫을 들고 벼를 베고 벼 ; 여 김장축제에 대한 협의와 준비를 했다. 김장하는 방법, 

이삭을 홑는 작업을 통해서 쌀이 생산되는 과정이 여러 ! 김장 시 필요한 재료, 모둠 구성하기, 해야 할 일과 준비물 
단계를 거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마 ! 준비하기 김장하기. 직접 키운 배추를 절여서 김치 속 양 
주하는 밥상의 쌀이 많은 노동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 념을 만들기 배추김치를 담아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을 알아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었댜 ! 먹어 기쁨을 나누고 불우한 이웃에게도 전달하는 기분 좋 

은 마무리 축제 행사였다. 

1I .... E IL런?t 스스L ,,.,tt.~111 빠H1-~vt-fl.? 

옥상 텃밭의 흙에 토|비를 뿌려 흙을 갈아엎을 때 똥 냄새가 난다며 난리법석이었던 아이들, 풀 벌레에 놀라고 거미줄에 놀랐던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밭에 들어가 흙을 만지고 잡초도 뽑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모습들과 수확물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 

면서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친환경적인 태도가 함양되었다고 생각됩니댜 또한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학생들이 본 프 

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도 경험하였습니댜 

祐L, (산묘, 1I-강, Tlo꺽샤l-1는 m江1언 I I屯iBI-땅여kL? 

학교 옥상 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꾼다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땅이 좋을까 하여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예상외로 다양한 농작물들이 찰 자라고 아이들이 기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둘씩 선생님들 사이에 관심도가 높 

아졌습니다. 도시농부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잡초 뽑고 물주는 모습에 걱정도 하셨지만 아이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을 가정에서 받아 식탁에 올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도시농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홍보 

효과와 함께 적극적인 학부모님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옥상 텃밭 이야기가 뉴스와 다큐에서 방송되면서 내외 

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계방학 증에는 그린 스마트 유네스코 캠프를 통해서 직접 수확한 작물을 시장 

에 내다 팔면서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하여 신문에 소개가 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학 

생들이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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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k United 

학교정보 학 교 명 민족사관고등학교(강원도 횡성군 안홍면 소사리 1300)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minjok.hs.kr 

박혜선 선생님, 곽노재 선생님 

오예진, 박진우, 이혜민, 이준협, 유영근, 장준혁, 장수아, 정윤서, 김보경, 

강승우, 한승헌, 김상준, 박진우, 하수민, 제경현, 이재은, 김호성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학교 혹은 지역의 문제점들을 학생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7가지 주제에 관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 

하고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학교 내에서 멀쩡한 필기구가 버려지거나, 기숙사 소등을 하지 않는 등 물자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사소한 인식 개선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의 문제점을 짚어가고 세 

계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또한 나아가 기부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부터 제3세 

계 어린이까지 도우려는 노력을 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학교축제 때 다문화음식 만들기 행사개최 

• 교내 다문화 봉사 동아리와 연계하여 

다문화축제개최 

• DMZ 생태 탐사 

• 학교뒷산생태 탐사 

• 탈북 청소년 학교와 교류 

• 양심캠페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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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희망의 펜 모으기, HOPEN 캠페인 1 ■ 민족제부스활동 

2013년 5월 27일부터 5월 31 일까지 교내 학용품 수거 i 학교 축제인 ‘민족재 때 7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미션들 
캠페인을 벌였다 멀쩡하지만 흔히 방치되고 버려지는 학 ; 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수행 했을 시 음료수나 초콜 
용품들을 모아서 학용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제 3 ) 랫 등을 주었었다. 미션 중에는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친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댜 ; 구와 사이 좋게 사진 찍기’' 등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다, 
…………………………………………………………………………………………!………………………………………………………………………………………… 
• 상명고등학교 ASP Net 캠프 ; . 사랑의빼빼로모금운동 
서울 상명고등학교에서 하루 동안 ASPNet 캠프에 참가 i 11 월 11 일 빼빼로 데이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빼빼로를 

했었댜 많은 학교들이 모여 이번 세계시민여행의 주제인 ! 판매하였다 이제 그 수익금으로 B friend 팔찌를 구입하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에코백(Eco-bag)를 만 i 여 국내의 결식아동에게 기부를 하고자 한다, 
들기도했댜 

빼빼로익명상자 
맙고 

LLL미1 
.，나 "일일을 시賓밑며느떠세 않g나미,' 

~lvt It;런7t 스스L ，，，尤1어 1 I屯i님 1-~vt-t?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지구와 지역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 

제점들이 있는데 학생인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행동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까?'’라는 고민 

을 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계시민프로젝트를 계기로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나의 변화부터가 전제되어야 하며, 실제 

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큰 관심을 가지 

기 시작했으며, 나의 마음과 인식을 바꿈으로써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祐2.., Ii씬묘, 1I-꿈, 1lo꺽샤1-1는 m江1언 I I杓iBI-앗 .... kL? 

저는 우리 민족사관고등학교 UNESCO 동아리의 작은 변화가 분명 학교 전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HOPEN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 사무실을 찾아 뵙곤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쓰지 않는 학용품이 생각 

보다 많다며 앞으로는 새로 사지 말고 있던 것을 써야겠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빼빼로라는 인기 상품을 학교 

에서 판매할 때 그것이 어떻게 기부될 것인지 여러 번 강조했더니 조금 비싸도 학생들이 빼빼로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B 

friend 팔찌를 사서 나누어주면 학생들 기억에 기부한 것이 오래 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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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학 교 명 소명여자고등학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71 번길 84)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somyong.hs.kr 

최종문 선생님, 김나령 선생님 

한다희, 황인경, 채지은, 박문의, 신지인, 김수진, 김지은, 손혜림, 이효주, 유지승, 

서지은, 김희에 우건주, 이보라, 박지원, 정하림, 서에스더, 안하랑, 김수예, 이한스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의 잔반량이 많아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 

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여러 해 동안 스티커나 포인트 등으로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캠페인을 벌 

이고 있지만 거의 일시적 관심만 보일뿐 지속되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이번 프로젝트 

를 통해 세계문제를 공유하며 잔반 줄이기 운동을 벌여 자원 재활용과 음식 쓰레기 경감의 필요성, 중 

요성에 대해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홍보로 세계빈곤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래에 엄마가 될 학생들 

에게 공정무역 상품과 생활협동조합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세계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하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공 

유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급식실과 연계하여 잔반이 적은 반에게 후식교환권을 나누어 주는 방안 

도실천해보았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과정을 설명하고 소비를 통해 인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공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과 행동을 

옮김으로써 변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를 지역의 초등학생들과 공유하며 어린 시절부터 지구문제에 대해 알고 대안적 

인 생활방식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재능기부활동을 펼쳤습니댜 비록 어린 동생들이었지만 환경과 

빈곤이 얼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게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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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급식실과 연계하여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보게시물을 급 

식실에 설치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 축제 때 부스 운영을 하면서 유네스코 활동은 물론, 공정무역 및 공정무역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 동아리 부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빈곤에 대한 주제로 학습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다른 학 

생들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 시간에 동아리 부 

원들이 일일 교사가 되어 지구문제를 공유하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 

습니댜 

T1 .... E lL런7t 스스L m江1언 l I屯i8뎃vt-ft.? 

단어조차 낯선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지금껏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듣게 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던 지난 몇 개월의 생활들을 돌이켜보니 아주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세계시민 

이라는 말이 주는 부담감과 생소함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결과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러 눈여겨보지 않으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래서 그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생활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 

는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을 알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다른 한 편으론 무력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였 

습니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을 눈에 띄게 바꿀 수는 없어도 지구를 사 

랑하고 세계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나 혼자만의 생각과 행동으로 머무르게 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세계시민 바 

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1 년간 활동하며 세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이 변해야만 나 또한 행복할 수 있기에 

세상과 나의 관계가 아주 믿접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95 



祐L, (i어4, 1I-꿈, 7'1~킥111-½.1는 01t:C.i111 빠바앗다~? 

'r.~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낀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대학 입시가 주를 이루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생활에서 뭔가 색다른 책을 읽고 평범치 않은 활동을 준비하는 걸 보고 묻기 시작한 것이지요. 잘 알지는 못하 

지만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나누다 보면 가족과 친구들 역시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예 

로 축제를 위해 ‘공정무역' 커피와 초콜릿, 설탕을 산다고 어머니께 말씀 드렸을 때 공정무역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한 공정무역 설탕으로 솜사탕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줬을 때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변화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모 

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들이 건너건너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름대로 변화라는 의미를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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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국제고등학교 * 
Impossible? I'm Possible! 

학교정보 

B군 다문화 •• 

학 교 명 동탄국제고등학교(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27번지) 

I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dtg.hs.kr 

최유영 선생님, 김정탁 선생님 

박수영, 김수현, 이정은, 황태희, 이제현, 이수현, 김예은, 유은진, 김희원, 박채은, 

장하림, 정소영, 허애리, 홍지영, 이지혜, 유성룡, 최진형, 전영진, 정예지나, 임정서 

프로젝트선택이유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는 프로젝트 주제로 ‘환경’과 ‘다문화’를 선정하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다문화’의 대표적인 문제 ‘부정적인 태도'． 타 문화에 대한 인식과 시선은 가장 기본 

적이나 그만큼 가장 바로잡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면 외국인의 국내 범죄 등 상징적이 

되어버린 이미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문화수용에 있어 필요한 적극적인 태도의 부재를 지적 

할 것입니댜 자국과 타국, 양방 모두 지구촌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직한 자세, 상호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문제 또한 어느 곳에서나 생기며, 이에 따른 피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은 0| 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허나 환경문제 발생에 제한이 없듯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제한은 없습니다. 개개인의 작 

은 노력이면 모여서 충분히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앞서 말한 두 주제에 관련한 활동으로 우리의 프로젝트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와의 연결고리 

를 찾을 수 있는데, 교내에서의 환경문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 전기·물·종이 자원낭비) 해 

결을 위한 활동,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등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주도함으 

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는 ‘나'부터 

‘학교’로, ‘학교’로부터 ‘지역사회’로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범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전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도 적지 않은 

수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댜 하지만 다문화 가정 어린이, 친구들에 관한 지역사회와 우리들 개개인의 

인식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틀을 깨고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립들과 우리들의 인식 변화 

를 만들고, ‘환경'분야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 또 실천 하였습니다, 

두 주제를 아울러서는 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에게도 우리가 기획한 캠페인, 교육프로그램, 

탐방 등을 통하여 환경 및 다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써 우리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하고자 했습니다.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가 바뀌듯, 우리의 작은 실천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인식부족이라는 ‘원인’이 조금이 

라도 해결된다면, 이로 인한 한경 고리고 ‘다문화' 관련 문제 또한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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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먼저 우리 스스로 환경 및 자원문제, 다문화 문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동아리를 환경 분 

야, 다문화 분야로 나누어서 환경 분야에서는 교내 및 교외 캠페인, 관련 행사 참여, 환경 관련의 날 기 

념 활동 지역 봉사 등을 실시하고, 다문화 분야에서는 다문화 축제 및 관련 행사 참가, 다문화 알리기 

캠페인, 여러 문화 배우기 등의 활동을 할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Action Plan을 세웠습니다, 

• 모두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 참여자 모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하겠습니다, 

• 선정한 주제(환경 및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다양한 활동으로 하여금 우리학교 내에서, 

우리지역사회에서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 세계시민으로의 첫 발걸음 ‘원인과 결과의 나무' 

새 학기 동아리의 첫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으로 ‘다문화’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의활동을 통하여 부원들과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문제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다양한 생각 

을해볼수있는기회가되었다 

• 도심 속 ‘다문화'， 다문화소통의 장 ‘다문화 축제’ 
수원시에서 개최한 제6회 수원시 다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어학카페 부스를 운영하고 ‘다문화’와 이번 축제에 대한 인식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댜 이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고 전통 의상도 입어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문화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고 이주 외국인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는계기가되었댜 
............................................................................................................................................................................................................ 
■ KOICA, 지구촌체험관 - 지구촌에 피운 우담바라 

남아시아에 위치한 불교의 나라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의 문화를 소개하고 국제 협력단의 사업을 설명하는 전시를 관 

람했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생소한 문화들을 배웠다는 점과, 서양 문화를 더 우월하게 여기던 태도를 반성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유익한 전시 관람이었다. 



• ‘다문화 쿠키’ 캠페인 
‘다문화 쿠키’ 캠페인에서는 세 인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모양의 쿠키로 다문화의 인종에 대한 편견 및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루었다.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명과 퀴즈를 통해 이해를 돕고 캠페인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었다, 

쿠키는 혜림직업재활시설 부설 혜림 브레드 가든'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판매수익금은 유니세프에 기부 

하도록하였다 

~lvt It;런?t t.t.l o,U:.~111 I~버뎃vkL?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다문화'와 ‘환경’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관심에 그쳤었습니다. 하지 

만 레인보우 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생각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문제개선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 

하는 세계시민의 정신을 전파하는 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포로젝트 활동 중 재활용 컵에 꽃을 심는 ‘Guerilla gardening'의 

경우가 작지만 모이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지킴이 활동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캠페인을 통해서도 

‘다름'이 ‘함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가치 있는 활동들을 알리면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과 사소한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보람찬 경험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나서서 한 일들이 정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방향 

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기획한 프로젝트들 

로 하여금 교내의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물결을 퍼트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은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포로젝트]를 통해 만들 수 있었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祐2.., Ii씬묘, 1I-꿈, 1lo꺽샤1-1는 m江1언 I I杓iBI-땅'kL? 

우리들은 학교 친구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에 큰 관심을 

가져주었고 많은 참여도 했습니다. 다문화 축제에서 했던 체험이냐 공동 Action plan 등 우리가 한 활동에 대해 ‘교실 안 

에서 하는 활동으로 끝내지 않고 저렇게 밖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했던 캠페인을 곧 다른 학생들이나 동아리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 

습니댜 

우리들은 지역사회가 변하는 데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었던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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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Us, With Art 

학교정보 학 교 명 문산여자고등학교(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357) 

홈 페 이 지 http://www.munsan-gco.hs.kr/ 

지 도 교 사 김영미 선생님, 김진희 선생님 

학생구성원 임지혜, 김선희, 박지영, 전승윤, 한소연, 김남희, 심민경, 박지향, 황진아 

프로젝트선택이유 

(With Us)최근 점점 더 삭막해지는 입시 제도로 인하여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서 인식해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한 그 속에서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뒤처 

지는 친구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서로에게 무감각해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원래의 즐겁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던 중에, ‘학생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아 ‘With 

Us 우|토랑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서가 

아닌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조력자로서 생각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줄여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쟁 의식을 줄이는데 기여, 힘쓰고자 한다, 

(With Art)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은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어린이들부터 노인들 

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듯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여 음산한 환경들을 개선해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문산 지역의 변화로부 

터 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우리가만톨고자한변화 

(With Us) 학생들에게 ‘서로 도움을 준다면 조금 더 쉽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사람 

들은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또한 을해를 시작으로 이번 한 번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With Art) 오래되고 낡은 문산 지역 벽들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들 인식도 좋지 않고 지 

역 주민들도 관심이 없어 환경을 방치해 놓아서 지역 분위기는 어두웠었다,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방문객의 인식을 바꾸고자 하였다. 문산 지역의 분위기를 밝게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 

전을 보여주며 우리 프로젝트를 본보기 삼아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른 지역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SNS를 통해 With Art 벽 

화 고리기 프로젝트를 알려 같은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 협동심을 키우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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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With Us) 

• 학생들이 Wee토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문산여고 With Us 멘토링(이하 Wee토링)을 설립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고안한다 

(With Art) 

• 지저분한 낙서와 낡은 벽돌로 가득한 골목들을 벽화를 그림으로써 더 나은 분위기로 개선하기 위 

해서노력한다 

• 좋은 의미가 부여된 벽화를 그리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창의적인 벽화 도안을 생각해 보면서 창의 

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들의 벽화 그리기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있도록유도한다 

• 작은 그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 <Wee토링 OT> - 2013.06.12 : ■ <Wee토링 1 기 활동일지 제출하기> -

Wee토링에 참가하기를 희망한 아이들에게 Wee토링의 : 2013.09.20-2013.09.30 

정확한 취지와 활동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I Wee토링 1 기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활동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OT를 진행하였댜 : 위해 활동일지를 제안했고, 학생들이 꾸준하게 열심히 활 

: 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다 

■ <With Art> 첫 번째 벽화 - 2013.5월~6월 I ■ <With Art> 두 번째 벽화 - 2013.7월~8월 
문산자치위원장의 자택에 고린 첫 번째 작품 자녀가 초 : 작품명 ‘귀향' 벽화를 고리는 시기가 여름이라 너무 덥고, 
등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희망하는 그립을 물어 보자 "꽃’’ ; 힘들었다 특히나 방학 기간이라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 

과 ‘‘황금 코끼리”라고 말하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그린 ; 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러기를 떠올 

작품이다 : 리며 마음을담아그렸다 
...................................................................................................... , ..................................................................................................... . 
■ <With Art> 세 번째 벽화 - 2013.9월~10월 

작품명 ‘가을,’ 벽화를 그릴 담 근처에 자라는 꽃을 보고 그렸지만, 촬영시기가 겨울이라 꽃은 다 시들었다. 스티로폼 

화분이 마음에 걸려서, 2차 지필고사가 끝나고, ‘가을’ 벽화의 집주인을 만나서 멋진 화분을 전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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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Us) 우선 우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연 이 정도로 아이 

들의 경쟁의식을 줄여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여 열심히 해 냐가 

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걱정율 모두 지우고 사소한 일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적절한 환경만 제공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With Art) 이번 With Art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은 그림 하나로 사람들의 불안함을 즐거움으로 변화시 

켰다고 생각한다. 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보며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인 

협동심을 잘 살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祐2.., liil\~~I 11--꿈, ?Io꺽111-½.1는 01U:.~11I 빠바였다t-fi..? 

(With Us) 학교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활동이었던 Wee토링 1 기에 비해 두 번 

째 활동인 Wee토링 1 기PLUS 에 참가하기를 희망한 학생들이 약 두배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 

하고 학생들이 더 큰 홍미를 보이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다, 

(With Art) 미리 구상한 도안을 토대로 벽화를 그리면서 다소 미흡하게 보일 수 있는 벽화를 보며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 

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떤 그립을 그려야 주민들의 이목을 꿀 수 있을지를 팀원과 전문가들이 심혈 

을 기울여 고민했기에 뜻 깊었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더 노력할 수 있어 뿌듯했다. 다만, 팀원 

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며 한층 더 성숙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 

다 프로젝트는 끝나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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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Act Continuously, Change the World Safely) 

학교정보 학 교 명 백운고등학교(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6)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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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paekun.hs.kr/ 

임혜영 선생님, 민순아 선생님 

고율희, 최보현, 노현주, 강민영, 곽지희, 김소희, 최지호, 홍성림, 백소희, 이하린, 

박세진, 민경일, 조찬희, 차지광, 최지운, 김태근, 박남규, 박선우, 백계완, 이은지, 

현지우, 박서연, 변나은, 신지원, 이예빈 안강민, 이우엽, 최보현 고율희, 노현주, 

박인해 이동준, 민서희, 김단비, 황혜송, 정구현, 임이현, 장성현, 장지혜, 황채연, 

01광우 

고로X11 드 서EHO ° _ -,_ L.. -, 1"TT 

저희 백운고등학교의 활동 주제는 ‘인권, 다문화, 세계화, 경제정의'였습니다. 그 중 저희는 ‘인권과 경 

제정의’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인권이나 여러 지역사회의 인권을 두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문제로 프 

로젝트를구성하였습니댜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식을 바꿈으로써 변화되는 우리 사회를 경험하고 

이끌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하나 하나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다져 나가며 변화의 씨앗을 키워 왔 

으며 그를 위한 실천들을 행하려 노력하며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문구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지속적으로 행동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자’’ 

• ACTS - Act Continuously, Change the world Safely 

•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저희의 실천 약속은 ‘지속적’이었습니다. ‘그 때, 그 순간’이 아닌 지속적 

으로 행동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희망하며 

실천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고를 목표로 삼아 프로젝트를 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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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2013년 4월 19일, 2013년 6월 5일, 
'r.~ 인권 관련 영화 ‘The Help'를 감상하며 흑백인종 갈등 | 탈북주민의 생생한 북한 실상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평화 

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단순히 영화 ! 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통일 이후에 조화로운 
를 감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감상문을 써보고 자신의 i 삶을 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봄으로써 ‘피부색에 관계없이 사람을 존증 f 심도 있고 실제적인 강연을 들으며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인권의 소중함에 관해 일깨워 보는 기회를 i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 
■ 2013년 8월 16일 j ■ 2013년 9월 13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수원 ‘화성’을 방문합으로써 화성 : 동아리 발표대회에 부원들 모두 참여하여, ‘공정무역을 하 

의 역사와 건축의 특징들을 알아보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 ; 는 회사의 물품만을 구입한 공정무역 카페 운영', ‘아프리 

을 되새기고 이러한 훌륭한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 카 어린이들이나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주변사 
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을 해볼 수 i 람들에게 메시지를 쓰는 사랑의 온도계’, ‘걸식아동 돕기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캠페인' 등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실천하는 "의식 활동’’의 

• 소중함을 깨닫고 그 후에 느낄 수 있는 자부심과 만족감 
에 대해 감사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동아리발표대회 (9월 13일)를 [ ■ 2013년 6월 8일 

활용하여, 연중 캠페인을 위한 팸플릿을 제작하면서 ‘레인 f 기아대책기구에서 주관하는 빈곤국가 구호를 위한 ‘한톨나 
보우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된 ‘‘인권, 다문화, 환경" 등 f 눔축제’에 전교생 중 희망자들이 참가하여 올해의 주제인 
의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생각한 주제들을 직접 종 | "UN 아동 권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빈곤아동 
이에 담아가며 자신들을 생각을 더 깊게 정리해 볼 수 있 ! 을 위해 직접 학생들이 모둠을 지어 DIY용품을 제작하였으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f 며, 그 곳의 아이들에게 보낼 격려 카드를 작성하며 지구촌 

저 너머에서 고통받고있는 아동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 

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주사위 게임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 

한 긴급구호물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풀어 보았습니댜 

장애인, 소수자, 학생 인권 및 교권 등 우리 사회에서 엿볼 I ■ 2013년 10월 11 일 
수 있는 다양한 인권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독서감 i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세계 
상문율 작성하며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 화, 다문화, 외국에서의 체험'’ 등을 주제로 외국어 말하기 
가졌으며, 전교생 대상 인권독후감 대회를 실시하며 우수 \ 대회를 실시한 후 우수학생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댜 
작을시상하였습니댜 
.................................................................................................... 

■ 2013년 10월 24일 ; 그 밖에 코이카 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 활동을 진 

학생들 간, 학생과 교사 간 apple day(사과데이)를 실 ! 행하였습니다. 
시하여 고 동안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끼리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되새겨 보고 존증하며 

‘사과’를 건네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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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1I,,E lL런7t 스스L m尤1언 l I杓i8뎃1,,rfi..? 

“나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를 만든다,” 

유네스코 학교들의 대표 활동 주제인 이 문구는 제가 프로젝트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 보았던 부분 중 하나였 

던 것 같습니댜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나 하나라도'라고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 지난 1 년 동안의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큰 실천이나 큰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작고 사소한 변화들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후에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시민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祐L, (선묘, 1I-꿈, 1lo킥/41-1-1는 01tt~111 빠바앗따rft.?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우선적으로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의 변화를 몸소 느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우선적으로 선 

입견을 지니고 바라보았던 저희가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며 어떠한 사소한 물건이 있더라도 그를 버리고 

무시하던 저희가 도리어 바라보고 돌 볼 수 있는 자세가 생기게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러 

한 변화가 이 세상에 크게 영향력을 줄 만큼의 큰 변화라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의 이러한 작고 소중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회, 더 나아가 세계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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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학 교 명 봉일천고등학교(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소곡로 54)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bongilcheon.hs.kr/ 

장혜경 선생님, 고수진 선생님 

이현선, 이지민, 박민경, 정승원, 양화정, 박소현, 김영웅, 김영준, 한원연, 박영민, 

김현동, 오 현, 0| 소현, 최은진, 손영아, 윤예솔, 김하연, 송윤아, 김성현, 김주은, 

정한슬 

프로젝트선택이유 

저희 지역에는 이주민 센터(엑소더스)가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특수 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하천인 공릉천이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는데 그 실태를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저희가 직접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댜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작은 활동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 지역의 변화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자 하였습니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변화는 만들지 못할지라도 나의 작은 행동, 작은 인식 

변화 등으로 나의 가족과 친구들 등의 주변사람들의 변화를 조금씩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 

다,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해도 ‘‘우리 학교에 

저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있구나~", ‘‘환경을 아끼려면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작은 관 

심율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저희 학교의 프로젝트명 "손수건 project'’의 의미는 

• 환경을 지키기 위해 휴지 사용 대신 손수컨의 사용을 권장하여 쓰레기를 줄이자, 

• 인권을 침해받고있는 이들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자.) 

• 늘 지니고 다니는 손수건처럼 우리들의 프로젝트, Action Plan에 대해 항상 생각하자, 

로 손수건의 특성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 2013년도에 환경, 인권, 다문화, 지역고유문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활동하겠습니다, 

106 



활동내용 

• 다문화: 저희 학교가 다문화 거점학교인 점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에 대한 

연수, 다문화 캠프 등에 참여하겠습니다, 

• 환경: 양치 할 때 양치 컵 사용하기, 환경을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의견 모으기(환경 

나무), DMZ탐사등의 활동을하겠습니댜 

• 지역 고유문화: 파주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문화 유산인 파주 삼룡을 홍보하겠습니다, 

• 다문화 연수(3월 23일~4월 6일) ! ■ DMZ 평화걷기 운동(5월 11 일) 

다문화 거점학교인 봉일천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글로벌 ;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제 2회 파주 평화 걷기 대행진' 
선도학교 다문화 또래멘토 사전 연수’에 참여하여 타인의 ! 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 바로 옆에 위치 
의식 개선에 앞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다문 ; 하고 있지만 갈 수 없는 북한의 모습을 보며 통일과 평화 
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 ! 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습니댜 여러 학교의 친구들과 다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면서 우리도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문화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 청소년 문화존 다문화 부스활동(5월 11 일) ! • 다문화 캠프(6월 1 일)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테루테루 ! 봉일천 고등학교에서 개최한 다문화 캠프에 참여하여 증 
보우즈 만들기, 손 잡고 하트 접기 등의 부스 활동을 하였 ; 국, 일본, 핀란드, 몽골 등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습니다 체험 내용이 쉽고 간단하여 어린 아이들도 다른 | 간단한체육대회, 김밥만들기, 단체 미션을했습니다 말 
나라의 문화에 부담 없이 접근하고, 다문화에 대해 어렵지 : 은 잘 통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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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세계시민 평화 공동체 캠프 
(8월 30일~8월 31 일) 

• 교내 환경 캠페인(9월 5일) 
교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 

'r.~ 
봉일천 고등학교 외에 초·중·고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과 ; 을 하고 있는지, 환경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함께 1 박2일 동안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댜 역할극과 각 ! 알아보고, 앞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 
동아리들이 준비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나이, 국적과 상관 ; 인지 직접 생각하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없이 가까워 질수있는시간이었습니다, 

• 교내 인권, 지역 고유문화 캠페인(9월 6일) i • 청소년 문화존 환경 캠페인(9월 14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과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캠 ! 경기/인천 캠페인 때 했던 재활용 컵에 직접 국화꽃을 심 
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권을 위해 어떤 활동 f 어 나눠주는 활동을 파주에서 다시 한 번 시행하여 공동 
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들어 보았고, 인권율 지키기 ! 캠페인 장소가 너무 멀어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다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리가 하는 행동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환경에 대해 생각해 
또한 우리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인 삼릉에 대해 구체적으 ;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 DMZ 평화및생태탐사활동(10월 19일) i . 우수동아리경진대회(11 월 2일)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직접 ! 파주시의 우수 동아리들이 출전하는 동아리 경진 대회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이 오염되어 ; 참여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학교의 활동을 많은 사람들에 

이곳의 동물과 식물들의 개체 수가 줄어 여기에서도 이런 ! 게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와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마크를 
광경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듣고 환경과 공존 ! 핸드폰 고리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였고, 그 마크에 담 
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댜 ! 긴 상징적인 의미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 1 학급 1 생명 살리기 : • 지구촌 불 끄기 운동(3월 23일)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은 한 달마다 각 반의 학생들 ! 지구촌 불 끄기 운동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각 반 
이 조금씩 돈을 모아 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활동입니다 | 마다 이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하기 힘든 지속적인 후원을, 학급 친구들과 함께 ! 환경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댜 이 운동에 많은 학 

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 사랑의 빵 저금통 모으기 
교내 학생들을 상대로 ‘사랑의 빵 저금통’ 모으기를 하여 학생들에게 빵 모양의 저금통을 나눠주어 밥 한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의미를 담아 모금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가정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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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 E lL런7t 스스L m尤1언 l I屯i8뎃vt-ft.? 

이번 1 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와 대학 입시에만 치여 사는 시간이 아 

니라 스스로 지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활동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어른의 도움 없이 계획하 

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쌓음으로써 같은 또래의 아이들 보다 세상 

을 보는 눈도 넓어졌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변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제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祐L, (심%， 1 卜쪽, 店 Io킥샤1-1는 ,,tt~"HI 빠바였다kL?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의 가족들의 생각이 변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하는 활동들을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놀러 다니며 시간 낭비 하는 것’으로 여기셨었 

는데, 지금은 ‘네가 유네스코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참 잘한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01 활동을 통해서 제가 긍 
정적으로 변화하고, 제 주변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가며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부모님의 마음도 변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0|제는 가족들도 ‘공부’, ‘일'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문제에 조금 

씩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전보다 서로 대화하는 일도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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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ul Ansan 

학교정보 학 교 명 성포고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8) 

홉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seongpo.hs.kr 

최지안 선생님, 김다영 선생님 

조민정, 박유진, 이병준, 박민수, 윤동민, 조우식, 홍준기, 이동호, 정원영, 원은지, 

홍다빈, 김희지, 황성찬, 최동건, 한지수, 김예지, 김민정, 김수연, 원은영, 양재민, 

김인수, 김주영, 양지수, 오수빈, 송현솔, 윤민아 

그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안산의 득성을 활용하여 다문화와 인권을 연관지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댜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데도 ‘외국인 노동자는 조심해야한다던가, 그 

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외국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 

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안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된 시각에 대해 학생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와 안산에 대한 편견, ‘위험한 동네', ＇외국인 노 

동자는 조심해야한다’라는 선입견을 타파하고 이런 인식을 바꾸어 안산의 지역 문제 중 하나인 외국 

인 문제를 줄여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안산시라는 주제로 떠오르는 특색과 그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토의해 본 결과 떠오른 주제는 ‘다문화’ 

였습니댜 안산시가 가진 가장 큰 편견은 공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즉 ‘위험 

한 동네’라는 이미지와, ‘외국인 노동자는 조심해야한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차별받는 외국 

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우리부터 타파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인식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란 모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부터 시작하여 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고 더넓은 이해를 

통해 그 두려움과 편견을 덜고자 합니다, 

변화를 만톨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이해와 포용에 필요한 지식을 쌓자 

• 간접경험 뿐 아니라 직접 겪어서 다문화를 접하자 

• 타인을 도우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부터 버리자 

• 우리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누자 

110 



활동내용 

• 안산에 대한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4월 19일) l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알아보기(4월 26일)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우리의 지역과 관련지 ;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해 주제를 정한 뒤 다문화 가정과 
어 어떻게 활동을 풀어나갈지 협의 하였습니다 협의에 ! 인권을 연관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 
대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원인과 결과의 나무를 활용하 ! 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 
게 되었고, 안산이라는 도시가 선입견에 시달리고 있다는 : 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런 문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이라는 지역에 어떠한 변화 : 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았고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 I 알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 
를 통해 안산이라는 지역이 위험한 동네라는 선입견에 시 ! 게 되었습니다, 
달리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음 

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 

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율 이루어 내고자 결심하였습 

니댜 

• 몽골의 날행사참여(6월 2일) • 나라홍보게시물 만들기 (8월 30일)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으로 몽골의 날 행사에 유네스코 동 ; 조별로 나라를 맡아 각자 맡은 나라의 선입견을 타파하기 

아리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한 모습입니다, 다문화를 포로 ! 위한 그 나라의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학교 게시판에 게 
젝트 주제로 삼은 만큼 다양한 문화에 대해 체험해보고자 ! 시하였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선입견을 조사하고 그 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몽골이라 ; 입견과 관련된 기사를 조사하여 선입견과 실제를 비교하 
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 : 였습니다, 나라만 정해놓고 그 다음부턴 어떻게 할지 몰 
니댜 ! cf 가만히 있었던 조가 있어서 진행이 수월하진 않았지만 

• 원곡동 다문호년..!!터 방문(9월 27일) 

다른 조와 협력해가면서 완성해내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 

습니댜 

• 원곡동 식문화 체험(9월 27일) 
부원들과 함께 원곡동 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에 \ 9월27일 ‘칸티플'이라는 인도, 네팔 음식 전문점과 원곡 

대한 이해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선 다문화와 관 ; 동에 있는 시장을 방문하여 안산에 자리를 잡은 외국인 

련된 나무 만들기, 책자 만들기, 세계지도 그리기, 마인드 I 거주자들의 식자재를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 
맵 고리기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 ! 졌습니다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타문화를 접할 수 있 
습니댜 각 조별로 맡은 활동이 달라 서로의 생각을 다른 ; 는 활동이었습니다, ‘다문화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관점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댜 다문화에 대해 생각해볼 ! 이라는 말을 몸소 느낀, 다른 맛이지만 모두 즐길 수 있는 
수 있어서 여러 활동 중 꽃이라 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 맛을 보여준 문화체험이었습니다 
같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다양한 의견을 말 

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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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성 활동( 10월 25일) • 다문화 교육(11 월 8일) 
동아리원 모두 모여 다른 정체성을 가져보았습니다, ‘미혼 圭 성포고등학교에서 부원들과 함께 몽골에서 오신 선생님 

모',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 을 초청하여 몽골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 
사회의 시선과 사회의 목소리를 가상으로 재현해 보았습 ! 댜 몽골은 저희에게 다소 생소한 나라였는데 이번 기회 
니다 이를 동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새삼 깨 ; 를 동해 몽골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문화란 무엇 

달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나의 한마디나 선입견이 그들 ! 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 !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의 참여가 조금 
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타파해야 서로를 존증하 ! 저조했었던 것입니다, 
고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으며 

저와 저의 주변인들의 선입견을 없애야할 필요성을 느꼈 

습니댜 

"''vt IL:런..,t t.t.l 011X~111 ,~i님,-앗vkL? 
처음에 우리가 선정한 주제들이 생소하고 자신들과 거리가 먼 동떨어진 느낌이라 막연했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가 생기고 이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다문화, 즉 다양 

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 동떨어진, 나 

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주위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웃사람처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 

습니다 

祐l., Ii~어%, 1 卜꿈, 1lo킥41-1-1는 01U:.i111 뗄바닷따t-fl.? 

우리의 변화로 구체적으로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활동 중 조별로 각자 나라를 맡아 자신들이 맡은 나라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만들어 게시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 

교 홈베이스에 그 게시물들을 게시를 해두었는데 홈베이스의 게시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생들이 조금씩 그 게시물 

을 관심을 가져가며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처럼 거창하게 영향을 끼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학 

교가 유네스코학교인지 ‘유네스코‘라는 동아리가 잊는지도 몰랐던 학생들에게 이런 동아리가 있고 우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알렸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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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등학교 * @H 
다운화 

세계를 우리의 품에, into the Rainbow 

임
 

학교정보 학 교 명 은행고등학교(경기도 시흥시 은행고길 85(은행동)) 

홈 페 이 지 http://www.eunhaeng.hs.kr 

지 도 교 사 류지연 선생님, 김현주 선생님 

학생구성원 고다은, 박예은, 정다정, 박예은, 김태훈, 김의연, 이준학, 유승희, 김태현, 조재민, 

임형주, 이효정, 김혜빈, 권형근, 송진경, 김연상, 조정현, 전광욱, 김미진, 김대은, 

김수현, 손진경, 주현선, 김유진, 박희연, 안요섭, 최수아, 김성현 

프로젝트선택이유 

은행고등학교가 위치한 시흥시는 인근 지역인 안산 다음으로 이주민 거주비율이 높은 도시이다. 학 

교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환경적 요인으로 

은행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다문화 가정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있다. 현재 타문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편견이냐 고정관념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유의미한 다문화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은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활동이 우 

리 구성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전교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여 많은 사람들 

과 의견을 나누고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고 싶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화, 세계화, 지구 

촌과 같은 말들이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단어라는 것 

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댜 또한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의 소중함을 알리고 편견과 오해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심어주고 싶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은행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원들은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자각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교내학생들에서부터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실시하고자 했다, 

•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UCC제작 

• 다문화에 대한 교내/교외 캠페인 실시 

• 다문화에 대한 내용 홍보지 제작 

• 다문화 관련 영화 상영을 통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인식개선유도, 다문화에 대한 편견 최소화 

• 은행제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부스 운영 

• 지역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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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r.~ 
• 교내 캠페인활동 (3월 2일~현재 / 점심시간 상시적)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에서 지정한 세계 기념일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교내 캠페인을 계획하고 조별로 행 

하고 있댜 캠페인 사전조사부터 피켓제작, 홍보활동까지 정기적인 조별 회의와 모임을 통해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하 

였으며, 유네스코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일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문화교실(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에 지원하여 교내동아리마다 번갈아 가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4월에 

는 유네스코동아리와 함께 |ndia 문화수업, 5월에는 굿프렌즈(특수학급동아리)와 Bangladesh문화수업, 9월에는 

은행타임즈(영자신문부)와 Kazakhstan문화수업, 10월에는 영미드 동아리와 Brazil문화수업을 진행해왔다. 문화수 

업을 수강하고, 몸소 음식문화와 의복 체험을 해봄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가지며, 세계 시민으로의 소양을 길렀다 . 
............................................................................................................................................................................................................ 
• 남서을대학교 굴로벌사회공헌센터와 코피온이 주관하는 ‘제 1 회 지구촌 골든벨' 참가(5월 3일) 

지구촌 사회봉사·원조·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퀴즈 학습을 통해 지구촌 시민의식을 함양하였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 

냐는 빈곤, 인권, 환경, 분쟁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봉사와 원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고,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갖춰야 할 을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다르지만 평등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인권교육’에 

참여하여 오미경 강연자를 초대하여 ‘인권을 품은 다문화’ 강의를 수강(6월 7일) 

세계화와 국제이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영화와 진정사례로 이주민의 인권율 바라보고, 다문화 감 

수성을 훈련시키는 계기를 가짐으로 다문화에 대한 건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 친화적인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 

한 교내 캠페인 실시 계획을 세웠다 . 
............................................................................................................................................................................................................ 

• 교내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6월 10일~7월 5일) 

세계화, 다문화 사회, 외국인 근로자, 시흥시 다문화 현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문항을 제작하고 검토를 통 

해 설문문항을 추출해냈댜 외국인을 대하는 반응과 다문화를 접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 피켓과 설문지를 제작 

하여 스티커 부착과 설문지 작성을 동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드러나는 옷을 제작하고 착용 

하여 학생들의 이목을 꿀어 설문조사를 성공적으로 이꿀어냈고, 올바르고 적극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실천 캠페인을 

실천하였다 

• 다문화박물관 방문(2013.09.05) 

주제별 문화체험을 통해 언어, 사회, 표현 인지영역 등의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습득하였다 세계 각국의 화폐를 보고, 

아프리카 고유문화와 전통 춤 및 악기의 특성을 배워보고, 일본 전통 음식 타코야끼를 만들어보고, 전통의상을 입어보 

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적으로 하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 

를 가지는 기회를 가졌다, 

• 이태원 문화의 거리 방문 - 외국인과 영어로 인터뷰 (10월 25일) / UCC 제작 

길거리의 외국인들에게 유네스코와 다문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함으로 유네스코의 이념을 널리 알리고, 외국어 의사소 

통의 자질도 맘껏 펼치는 기회를 가졌다. 유네스코동아리의 취지, 유네스코학교의 교육방향, 유네스코의 이념을 인터 

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UCC를 제작 (2013.11.15)하여 교내 UCC 대회 작품으로 출품하였으며, 본선에 통 

과되어 교내 축제에서 UCC가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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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축제 — 공정 무역 카페, 핸드페인팅, 외국인 의상체험 포토존, 다트게임, 크레페 만들기 등 
교내 축제 때, 부스를 제작하여 전시를 진행함. 공정무역 초콜렛, 커피를 판매하고, 세계인권선언문을 향한 핸드페인 

팅, 다문화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외국인 의상 체험 포토존, 유네스코 관련 질문 다트게임, 외국음식(크레페, 인도 

차) 판매 등으로 수익금을 만들어, 필리핀 돕기 성금에 기부하고자 한다, 

~lvt lli런7t 스스L m江1어 1 I혀i8(-~1,,rft.? 

비록 작년에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주제도 거의 바뀌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거의 새 

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문화에 관한 이해를 넓혔다. 처음에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세계시민, 다문 

화가 무엇인지 하나도 감을 잡을 수 없다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하나씩 체험을 해가면서 각자 스스로가 서서히 세 

계시민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 인권 강의를 통해 알지 못하던 것을 알아가고, 다문화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질 수 있었고, 다문화 캠페인을 위해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부정적이었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 

꾸어 나갈 수 있었다 각자가 생각하는 시간과 토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평소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좀 더 깊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어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세계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祐L, (선%, 꾼E, 1|o킥41-1-1는 01tt~111 l~tH뎃따rft.? 

은행고등학교 유네스코학생들의 작은 변화로 시작된 변화가 지금은 은행고 전반에 걸쳐 문화 활동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 

들이 캠페인 활동 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참여율이 매우 높아졌다. 캠페인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던 우리학교에서 캠페 

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며 생각보다 높은 참여율을 이꿀어 낼 수 있었다, 다문화라는 어 

떻게 보면 익숙하지만 막상 생각하면 어렵고 복잡한 주제여서 다른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참여 시키는 것이 쉽고도 어려웠 

지만, 더 쉬운 방법, 더 재미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학생들이 우리의 캠페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이 모두 

청소년이기에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했겠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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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평고등학교 9 @H 
림• 다운화 

'r.~ 

먼저온미래와함께희망나눔 

학교정보 학 교 명 보평고등학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4) 

홈 페 이 지 http://bopyung.hs.kr 

지 도 교 사 서은영 선생님, 반진숙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도현 고민우, 임수빈, 백연수, 조유라, 한송은, 이지은, 장상현, 정유미, 조태형, 

조윤주, 이재환 조혜연, 장규법 김서영, 김수용, 김선우, 김지원 

프로젝트선택이유 

학교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만으로는 탈북청소년들 

과 실질적이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멘토링 프로그램만 

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가 된 탈북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 이외의 더 많은 이야기,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살아가기 등을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기가 힘들었지만 청 

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함께 시행하면서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고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가 소재한 경기도에 탈북청소년들이 많이 정착한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역주 

민이 될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안 

정한 정치 환경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확산되어 탈북청소년들이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진행 

하다보니 같은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탈북청소년들과의 만남과 활 

동들을 소개할 수 있었고, 우리와 다름없는 동포라는 인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프로젝트 이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북한과 탈북자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 

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었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하고 꾸준히 시행 

해왔기에 우리들 스스로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었고, 인도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의 통 

일의 당위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북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다문화 

의식이 성장하고 세계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평화 통일로 가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모님 및 체험활동 장소에서 만나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복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본교의 재학생들 모두가 탈북학생들과 

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었을 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배려심과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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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탈북청소년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한다, 

• 탈북청소년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소통을 동한 공생적 삶을 몸소 보여준다, 

• 탈북청소년들이 탈북과정의 심리적 상처와 성장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 지역사회의 북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홍보한다, 

• 나 스스로가 다문화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성찰한다, 

• 인도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전파한다, 

활동내용 

•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 방글라데시 선생님과 함께하는 CCAP활동(1 차) 
3월 27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월드비전의 강사님께 \ 4월 10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방글라데시 선생님 

서 지구촌 빈곤문제의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한 안내와 ‘국 ; 을 모시고 방글라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체험 및 강 
제협력’과 ‘아동후원 활동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강의 ! 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CCAP 활동을 통해 방글라데 
를 듣고 난 후, 각 반의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의 주도로 ; 시의 다양한 관습, 국가의 모습, 전통 음식, 생활 방식 등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후원을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 익숙하지 않았던 불교 문화를 접해보게 되었댜 우리 유 
보고 후원을 결정하였고, 힘들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 ! 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CCAP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 
웃을 위해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 밖의 일들을 고민 ; 화의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통해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 
해보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 우즈베키스탄 선생님과 함께하는 CCAP활동(았;|) ! • 탈북학생교육 협력학교 멘토 교육 
5월 29일 동아리 활동 시간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 5월 28일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작년에 달북학생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도니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우 ;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학년 선배들에게 직접 경 

즈베키스탄에 대한 많은 소개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 ! 험담을 듣는 멘토교육시간을 가졌다 6월에 방문할 탈 
하였다. 이번 CCAP 수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 북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선배들의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의 생활을 들으며 다양한 생 ! 조언을 듣고 멘토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 공감 
활방식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배웠고, 세계시민의식과 다 ; 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멘토가 멘티에게 줄 수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있는 도움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 파주 평화누리 공원 및 오두산 전망대 체험 ■ 6.12 / 6.191 기 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평 ! 6월 12일과 19일에 하나둘학교의 탈북학생들이 방문하 
화교육의 장을 체험하였댜 오두산 전망대와 파주 평화누 ! 였다. 하나둘학교 학생들과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 
리 공원의 ‘평화 큰 그림 대회의 전시를 관람하면서 평화 ; 은 멘토링 약속 서약서를 쓰고 2일 동안의 탈북학생교육 
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함께 느끼고 돌아왔다 특히 전 ! 협력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우리 멘토들은 짧은 시 
망대에서 바라본 눈앞의 북한의 땅은 마치 그림 같았고, ; 간이었지만 탈북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적응 
곧 만나게 될 탈북학생들이 살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작은 도움이라도 
느껴본 경험둘이 탈북학생들의 멘토가 도|기 위한 준비 과 ; 주고자 노력하였댜 3월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 준 
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댜 I 1::l| 해온 우리의 활동들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 

었고, 앞으로 만날 탈북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 

지 느끼게 된 값진 시간이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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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60주년 생태 환경대회 체험 j ■ 8.14/8.21271,3기탈북학생멘토링프로그램실시 
7월 19일 환경부에서 비무장지대(DMZ) 형성 60주년을 ) 8월 14일과 20일, 21 일에 하나둘학교의 17명 탈북학 

맞이하여 DMZ 생태계 가치의 중요성과 효율적 보전방안 ; 생들이 방문하였다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 

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DMZ 60주년 생태환경대회를 개 ; 의 문화 활동들을 멘토와 멘티가 함께 경험해 가면서 친 
최하였다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미래세대에 인 | 밀감과 유대감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류 공동의 자산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토론회와 사 ! 이질감을 극복하면서 공감대 형성 및 나눔과 배려의 정 
진전을 관람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한반도의 평화에 i 신을 실천할 수 있었다. 탈북학생들과 함께 나눈 소통의 
대해 되새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경험을 통해 미래의 통일 세대로서 역량을 함양하게 된 

귀중한시간이었다 
................................................................................................... 

■ 'LOVE&PEACE 평화 큰 그림' 제막식 ! • 하나둘학교 졸업식 방문 및 축하공연 실시 
9월 4일 보평고 다목적 강당에서는 ‘LOVE & PEACE 평 ; 9월 10일에는 보평고에 방문했던 하나둘학교 2기 친구 

화 큰 그람 제막식이 열렸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탈 f 들의 졸업식이 있었다. 그 동안의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북학생들과의 시간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 ; 으로 인해 하나둘학교의 초청을 받게 되었고, 감사한 마 
해보았고, 미숙했던 그림들은 본교 미술동아리의 도움으로 | 음과 축하하는 마음으로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 모두는 
‘평화 큰 그립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강당에 겉린 큰 그 I 축하공연 및 카드섹션과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다 손님의 
림을 감상하며 그 동안의 미술동아리의 노력에 감탄하였 ! 입장으로 방문하는 것이 다소 긴장되었으나, 매번 우리 
고, 국가와 종교, 이념과 인종의 견고한 경계를 넘어서는 평 ! 학교를 방문하는 탈북친구들의 입장을 헤아려볼 수 있는 
화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댜 ; 좋은 기회가 되었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귀한 경험이었다 . 
................................................................................................... 

■ 9.25 / 10.16 4기 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 多끈하제' - 유네스코 동아리 부스 운영 
9월 25일과 10월 16일에 하나둘학교의 탈북학생 7명이 I 1 o월 19일에 판교 나들이공원에서는 지역축제 多끈하 
방문하였다 지난번 하나둘학교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탈 ! 재가 열렸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먼저 온 미래와 
북학생들의 방문이었기에 더 반가웠고 더 빨리 친해질 수 ! 함께 희망 나눔'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부 
있었다 다양한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및 KOICA의 다문 ; 스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진행해온 다양한 동아리 

화 체험 활동, 그리고 북한의 지명연구에 관한 활동에 참 ! 활동들을 소개하였고, 유네스코와 관련된 버튼 만들기 체 
여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했다 그동안 다양 ! 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먼저 온 미레 
한 활동과 탈북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쌓아온 다문화, 관 ! 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 뒤 ‘탈북청소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용의 자세를 직접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 ! 메시지 쓰기’ 체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이번 활 
다 ! 동으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은 주변 이웃들과 평화와 희망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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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vt 11.i런1t t.t.l 01tt~111 I~社距겼vkt? 

1 년 전만 해도 외국은 멀게만 느껴졌고, 북한에 대해서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우리와 다른 세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9개월 동안 평화와 인권, 그리고 다문화와 관계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접해오면서 세계 인류가 한 가족이 

라는 느낌이 생겼고,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과 1 년 동안 직 

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두려움과 어색함이 사라지고, 몸으로 배려하는 법을 배운 것이 큰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적인 배려보다는, 스스로 적응하게 도와주는 것이 상대를 위한 도움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댜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 ‘통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祐L, ＠어i, 1막 "'''킥41-1-1는 o,tt~111 l~l-님뎃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면서 더욱 확고해진 생각은 나의 변화가 교실의 변화를, 교실의 변화가 학 

교의 변화를, 학교의 변화가 지역의 변화를, 지역의 변화가 지구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실제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 

난 변화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 

려워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내가 먼저 탈북청소년들과 멘토-멘티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수록 같은 반 친구들도 탈북 청 

소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잘 알 

지 못하거나 두려움을 가진 친구들이나 가족들까지도 내가 전하는 경험담들로 인해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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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운 세상 만들기 

학교정보 학 교 명 청명고등학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cm-h.hs.kr 

정희림 선생님, 이미예 선생님 

김정현 이지영, 정동호 고기혼 정창환, 박동균 양현빈 이규테 0|지영, 정석문, 

이민정, 김정현, 서지윤, 김초이, 정예지, 이효령, 김효진, 김윤하, 김해든, 백효진, 

원영선, 윤하은, 길인수, 최유진, 차광민, 박하정 

프로젝트선택이유 

청명고등학교 주변에는 원천천, 청명산, 화성행궁, 영흥공원 등 자연물 및 문화재가 다양하게 존재합 

니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프로젝트 활동은 이러한 자연환 

경과 문화재를 수호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명고등학교는 2010년 학생 인권시 

범학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은 삼성 반도체 연구단지와 외국인학교 

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여건으로 인해 외국인의 거주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주변 배경은 프로젝트와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프로젝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며 고로인한 긍정적 효 

과또한매우클것입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안일하고 둔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로젝 

트 활동을 통해 교내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인권 침해 실태와 사례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울 것입니 

댜 이러한 인식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장애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등 소외된 사람들 

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사회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리고 여러 학 

생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알려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 하나 하냐 

가 쌓여서 사회적인 큰 문제도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강구를 통하여 이를 능동적 실천으로 까지 이어지게 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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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수원화성환경정화활동 : . 환경에대한인식설문조사 

(2013. 5. 17 / 수원 화성) ) (2013. 5.17 /수원 호園 및호冷행궁) 
연무대부터 방화수류정까지 걸어가면서 환경정화활동을 !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 
했음 유네스코 선정 문화재임에도 아직까지 지역문화재 ! 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알게 
보호와 환경보호까지 사람들의 의식이 닿지 않은 부분이 ! 되었음, 
안타까웠고, 우리의 활동을 보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던점이좋았음, 

• 교내 환경&인권 캠페인 활동 • 인권영화 ‘지슬' 감상 
(2013. 07.15-07.17 / 청명고등학교 각 교실) \ (2013.07.17 / 청명고등학교 유네스코실) 

환경과 인권분야로 나눠서 준비를 했음 환경조는 지구온 ! 제주 4,3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임, ‘지슬’은 제 
난화와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를 했고, 인원조는 탈북 f 주 방언으로 ‘감자’를 뜻하며, 피난한 사람들이 감자를 서로 
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알려주는 홍보활동을 했음. 간 

단한 퀴즈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했음. 

나눠먹으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점, 같은 민족끼리 갈등 

을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 점이 인상 

깊었음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람 ! • 증국 황사발원지 조림봉사활동 
(2013.07.20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 (2013.07.29.-08.05 / 중국 내몽고 일대 / 
종군위안부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 및 현재 진행 상황에 \ 2학년 정석문, 김초이, 1 학년 이지영)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음, 종군 위안부의 ! 황사 발원지 어도구초원에서 소나무 묘목과 살구씨 씨앗 
문제는 우리 역사의 문제이고, 이것은 인권에서부터 해결 ; 을 심는 활동을 했음, 2006년부터 심어놓은 나무들이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음, 圭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 

· 그린캠페인활동 

{2013. 08.10 /동탄 메타폴리스 / 2학년 김정현, 

음사막화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서 사막화가 당면 문 

제라는점을알게됨. 

• 세계시민캠프 ‘Waterful day' 참가 

(2013.10.19. / 청명고등학교 / 청명유네스코 회원10명) 

원영선, 박동균, 고기훈) :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교내가 아닌 교외로 나가서 하는 환경 관련 캠페인 활동 i 몸소 알게 되었고, 득히 아프리카의 사화와 인권유린실태 
으로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준비한 캠페인을 직접 ! 에 대해 문제의을 갖게 되었음, 
설명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음, 

■ 2013 교내동아리발표대회 j ■ 2013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관람 

{2013.10.23 / 청명고등학교 유네스코실) j {2013.10.30/ 서울코엑스 A&B홀)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이디어가 많았고, 그것들을 조율하 ; 친환경관련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놀랐고, 다양 

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함, 덕분에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 ; 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었댜 또한 선후배가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 다양한 환경보전 지식들을 알 수 있었던 점도 인상적이 
점이 무척 좋은 경험이었음, i 었음. 환경에 대한 분별력도 생겼고, 경제와 생태가 연계 

가 되어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도 큰 성과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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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교내인권토론대회 ■ 2013 다문화 컨퍼런스 학생 토론 한마당 

(2013.11.11 / 청명고등학교 회의실) ! (2013. 11.9 / 고양 킨텍스 / 1 학년 정예지, 김민정, 

총 19개팀이 참가하여 1 차 에세이 예선에서 10개팀 2 ! 양현빈) 
'r.~ 

차 토론예선에서 6개팀이 선발되었고 ‘다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인권토론대회를 개최함, 

•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수업 
(4월,5월,6월,9월,10월,11 월 / 청명고등학교) 

불가리아, 중국, 네팔,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의 6개 국가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했음. 평소에 듣기 어려운 나라 

들의 문화를 그나라 사람들에게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서 유익했음 각 나라의 대표음 식을 시식하거나 차를 시 

음했던 점, 전동복을 체험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음, 

‘다누만(다함께 누리는 만족하는 세상)’이라는 팀명으로 

청명 유네스코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음. 예선은 다문화 관 

련 에세이를 써 내는 것이었는데, ‘다문화 시대, 올바른 인 

권의식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에세이로 경기도 

내 고등학교 50여개 팀 중 본선 진출 8개 팀에 들게 되었 

음 본선에서는 ‘다문화 시대 문화적 충돌상황에서 자국 

문화를 보호해야하는가’에 대한 찬반 의견을 CEDA식 토 

론으로 진행되었고,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다문화 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했던 부분이 심사위원들 

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함, 

■ 2013 유네스코유산보존과 비전세미나 및 

미래가꿈발족식참가 

{2013.07.15. - 07.17 / 서울 유스호스텔 힐튼호텔 / 

1 학년 권예지, 2학년 김지훈, 박윤수)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음.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 2013 청소년국제평화연수 참가 ! ■ 2013 유네스코경기도협회 문화유적지 탐방 

(2013.07.15.-07.19 / 중국 장춘,집안,백두산 / 나2013.08.24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 산성 및 
1 학년 15반김해든) ; 온달군, 드라마 셋트장 견학 / 유네스코 회원 12명)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광개토대왕릉을 직접 볼 수 있었던 ; 수원여고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해서 타교 교류라는 
것, 학교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했다 우리 ! 면에서 좋았음 평소에 다녀보지 못했던 유적지를 방문한 
나라 청소년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국제 평화에 대해 ! 점이 좋았음,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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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i;린7t 스스L m尤1언 l 1합.바~1,,rfl.? 

청명 유네스코의 2013년은 ACTIVE!!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려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레인보우 포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내가 그 

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과연 될까'라는 스스로의 한계성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 

리가할수없는 일 만큼할수있는 일이 많고, 우리가할수 있는일 중에는충분히 세상을 바꿀수있는힘을가지고있 

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힘들 것 같아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역시도 

변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스스로 캠페인을 하고, 영화 감상 후에 토론을 하고, 바자회를 열 

수 있고,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변화’는 작게나마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祐L, (선묘, 1I-꿈, TIo꺽샤1-1는 m尤1언 I I性iB뎃따t-fl.? 

동아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한 캠페인 활동과 다문화 이해 수업, 토론 활동, 인권박물관 관람과 인권영화 감상, 다문화 

가정 돕기 자선 바자회, 동아리 발표대회 참가를 통한 프로젝트 홍보 등의 활동으로 인권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 

족, 친구 그리고 사회에 전달하는 동안 작게나마 그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았던 주변의 친구들도 인권이나 환경과 관련된 생소한 단어를 보면 동아리 친구들을 찾기도 하고,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에 참여하고, 인권&환경퀴즈에 참가하며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던 상식에 대해 알게되며 놀라기 

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의 씨앗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권과 환경에 대한 문제의 

식을 던졌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고민과 반성의 계기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포로젝트가 원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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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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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여자고등학교(경상남도 밀양시 내일중앙길 10( 내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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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선생님, 조미향 선생님 

이진경, 이현지, 남가혜, 김혜원, 박주연, 도여랑, 이하영, 신혜림, 김정림, 정진민, 

최인혜 김보경, 설다혜, 김유미, 신효지, 손규미, 이효경, 이예진, 남가현, 최두이 

프로젝트선택이유 

이번 2013년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저희 학교와 지역사회 사람들의 ‘환경’과 ‘인권’ 

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연결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교 

내에서 실시한 ‘전반없는 날'과 밀양시 다문화단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실시한 ‘‘인권 살리기 운동’’ 활동은 저희 학교와 지역사회 사람들이 ‘환경’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지각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작은 실천들 

을 교내 학생들과 지역시민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행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 

까지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댜 노동 착취당하는 아동들을 위해 공정무역 (fair trade)캠페인을 기획 

하고 실시하면서 교내에서 ‘이퀄 초콜릿을 판매하였고, 위안부의 실태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와 일본 위안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불끄기 운동(Earth 

Hour)' 전반 Zero의 날과 같은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급식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받아 남기지 않기 

• 이면지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기 

• Save the Children 후원 아동 돕고 편지로 사랑전하기 

• 공정무역 제품 사용하기 

• 냉난방기는 적정온도로 맞추기 

• 다문화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아이들 돌보기 

• 왜곡된 역사를 인식하여 바로잡기 

• ‘나'부터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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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잔반 Zero의 날(교내 잔반 없는 날 실시) ! . 지구촌 불끄기 (Earth Hour) 캠페인 

학교 교내에서 매주 수요일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전반 ! 2013년 3월 23일 있을 지구 불끄기 행사를 위해서 3월 
없는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생에 ) 4째 주 한 주간 ‘Earth Hour' 캠페인을 교내학생들을 대 
게는 스티커를 주었고, 각 학년에서 가장 많은 스티커를 ! 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에너 
모은 반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내 걸었습니다, 평 圭 지를 줄이고, 절약하자’를 캠페인 구호로 설정하고 ‘지구 

상시에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버리는 학생들에게 잔반 圭 촌 불끄기 운동’을 오전과 오후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적 
을 남기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처음에는 i 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참여율이 낮아서 안타까웠습니댜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 ! 또한 서명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캠페 
록 스티커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선생님들까지도 진반 ! 인 홍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도 함께 알려주 
Zero의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댜 그로 ! 면서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해 학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자연환경 

보호를 모두 다함께 실천하였습니다, 

• 이면지 정리함 만들기 1 ■ Save the Children 

학기 초에 낭비되는 종이를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유네 \ 2013년 학기 초부터 시작하여 지구촌에서 어려운 환경 
스코 동아리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이 논의하였습니다. 고 圭 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매달 유네스코 
결과 각반에 이면지함을 설치하여 버려지는 종이들을 학 : 동아리에서 자금을 모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 
생들이 다시 연습장이나 낙서장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l 은 도움이지만 저희가 후원하는 아포리카 어린이들에게 
하자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각 I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큰 기쁨과 행복은 선사해 주 
반 학생들이 종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이면지 정리함에 l 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세상이 ‘혼자 
모아서 이면지가 필요한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가져가서 ; 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의식으로 참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종이 자원도 아낄 수 ;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 모두 정신 

있었고, 종이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면지를 나누어 쓸 : 적으로성숙해지는계기가되었습니다. 
수 있도록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 다문화가정 1 기 결연 : • 다문화행사참여 
저희 유네스코 동아리는 밀양 다문화 센터와 협력하여 매 i 저희 밀양여고 유네스코 동아리는 밀양 아랑제 축제 
달 한 번씩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 i (2013.05.01.~2013.05.05.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 
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 ; 의 전통의상을 입고 밀양거리를 행진하는 행사에 참여하 

보아 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국가정과는 달리 한국어가 | 였습니댜 또한 행사기간 동안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서툰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은 ! 함께 영화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네스코 동아 | 니댜 비록 비가 와서 길거리 행진이 많이 힘이 들기도 하 
리 멤버들은 밀양도서관에서 쉬운 한국어 책을 빌려서 읽 i 였지만,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리자’는 한마음으로 궂은 
어주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 ! 날씨에도 힘차게 걸었습니댜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를 하면서 착하고 귀여운 평범 

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인데 피부색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웃과 사회에서 편견을 시선으로 보는 일이 

없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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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1 억명 서명운동 ! • 유엔 기념공원 현충일 참배 
2013년 10월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 2013년 6월 6일을 맞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유엔군 
1 억인 서명운동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 i 을 기리기 위해서 부산 유엔 기념공원으로 참배를 드리러 
댜 이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 갔습니다 참배를 드리며 잊고 지내던 평화의 소중함과 
피해자들에게 행하였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을 다시 생 ; 한국전쟁에 대한 안타까움, 고리고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댜 비록 하루 만에 끝냔 작은 ! 분들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공원의 박물관에서 본 
교내 행사였지만 학교 전교생, 선생님들까지 위안부 서명 ; 한국전쟁의 과정과 그 당시의 모습들이 전쟁에 대한 경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습니다. 

• 공정무역거래 캠페인운동 

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여기저기를 돌아보 

며 본 건축물 하나하나에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놀랐고 동 

시에,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공원의 아름다운 경치가 피 

로 지켜 낸 평화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말 

해주는듯했습니댜 

• 일본 자매결연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 
'Fair Trade’(공정무역)의 증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 저희 밀양여자고등학교는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일본 
일환으로 ‘이퀄 초콜릿을 교내에 판매하였습니댜 교내 : 오사카에 있는 명정고등학교와 작년부터 자매결연 맺어 
학생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 !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5박 6일 동안 (24-28) 일본 명 
악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도 실시 하였고, 공정무역이 정확 

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또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 

지 않아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 대한 자료도 유네 

스코 동아리에서 만들고 전시하였습니다. 이 캠페인 통해 

전교생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 

라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수익금 

은 가난한 지역주민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정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우리학교를 방문 

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명정고등학생들에 부산과 밀 

양시의 관광명소들을 소개하였고,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의 문화를 알려주는 기회도 가졌습니댜 주중에는 함께 교 

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체험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 

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저희 학교의 

'Rainbow project’와 명정학교의 ‘Road to read'활동 

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을 발표하 

는 시간을 가져 서로의 활동내용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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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에 잘 깨닫지 못했던 에너지 낭비, 인권 등 많은 문제들을 크고 작은 캠페인을 통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양치 중 쓸데없는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수도꼭지 잠그기, 쓰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빈 교실 불끄기 등 사소한 것 

들도 신중히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잔반없는 날' 교내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수 

요일이 아니더라도 평소 잔반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권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 

던 잘못된 인식들을 깨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祐2.., I\씬%, 1I-쪽, 1Io킥샤1-1는 o,ZX.~'HI l~l-H뎃此L? 

에너지 낭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저희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환경의 소중합과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렸습니 

댜 양치질을 하면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물 낭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휴지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에 

게는 손수건을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을 배웠고 전반없는 날을 활동’을 통해 우리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가 시작했을 때 

는 작은 일이었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나니 주변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사실에 보람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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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학 교 명 진해고등학교(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여좌로 100 (여좌동))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jinhae.hs.kr/ 

문수현 선생님, 이혜진 선생님 

배동현 이범휘, 0|한결, 김지훈 김한얼, 오승현 김석환 허정수, 김종규, 이상현 

최성현 강민준, 노경환 백정현 여민제, 이강민, 정민수, 김준열, 김재홍 옥홍엽, 

김수혁 박진욱 최승인, 하창훈 김윤재, 이기수, 이현부, 장건웅, 김기준, 김훈성, 

이일우,배원경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먼저,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진해는 벚꽃 축제가 열리고, 아름다운 남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과정에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둘째로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진해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에 대 

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문화재에 낙서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문화재 보존의식도 부족합니다, 

셋째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현재 진해지역의 외국인 이주민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고, 벚꽃축제기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진해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타문화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 

로 얼마 전에는 한 목욕탕에서 외국인 손님을 거부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문화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선, 이번 해의 활동목표는 우리학교의 학생들에게 실천적인 인식의 변호넬} 이꿀어 내는 것입니다 작 

년과 재작년의 활동목표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면서 진해지역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진해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댜 나 먼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나 먼저 지역고유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 먼저 다문화 

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진해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기 

• 1 )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답사하고, 환경정화 실시하기 

2) 친환경 비누 만들기를 실시하여 교내 화장실에 비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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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지역의 문화재들을 답사하고, 지역의 문화재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 본교의 JCC동아리와 결연하여 누리봄 다문화 센터를 방문하기 

• 1 )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적 논쟁을 주제로 하여 토론 진행하기 

2) 적정기술에 대한 토의 진행하기 

• 학기별로 1 회씩, 총 2회의 교내 캠페인 진행하기 

• 원인과결과의 나무 만들기 (4월 17일) l ■ 진해우체국, 탑산답사(7월 6일) 

유네스코 동아리의 첫 활동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 계획 i 진해의 문화재를 직접 보고오자! 는 취지로 기숙사에 있 
서에 들어갈 원인과 결과의 나무를 만들어 보았다. 진해 i 는 부원들을 중심으로 진해우체국과 탑산 일대를 답사하 
지역의 문제들의 원인과,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한 i 였다. 진해우체국의 구조, 역사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 
장의 종이에 정리해 보고 앞으로 우리의 활동이 나아가야 i 하였다, 
할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에 새로 부원이 된 친구들이 특 ! 
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지 ; 

역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 해 본 시간이었다고, \ 
................................................................................................................................................................................................................... 

• 웅천읍성 답사(9월 3일) ! ■ 적정기술 알아보기(9월 18일) 
진해의 문화재를 직접 보고오자! 는 취지로 거의 모든 부 ; 이번에 새로 선정한 주제인 인권 에 대한 활동의 일환으 

원들과 함께 웅천읍성을 답사했다 성의 보존 상태, 복원 | 로, 적정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 2시간 
정도, 과거 성곽의 모습 등을 조사하고, 성곽 주위에 버려 ; 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먼저 조별로 적정기술에 대해 조 

져 있는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문화재 | 사하여 발표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1 교시를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성곽만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 \ 보내고, 2교시에는 1 )적정기술운동, 바람직한가? 2)어 
다는 생각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한 친구가 돌아오는 길 ! 떤 적정기술이 가장 적합한가? 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 
에 시청에 연락해서 안내판을 더 설치해달라고 건의하자 \ 댜 적정기술의 역사, 원리에 대해 생각보다 수준 높은 정 
는 의견을 냈었다 : 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토의과정에서는 많은 학생들 

• 친환경 비누 만들기(9월25일) 

• 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 

안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 독도지킴이 캠페인(7월 10일) 
우리 유네스코동아리의 전통처럼 되어버린 친환경 비누 ; 솔직히 조금 충동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이다. 교내캠페인 

만들기를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실시했다. 이번에는 재료 : 을 진행하면서 앙케이트 활동이나 스티커 퀴즈활동을 진 
를 조금 많이 사서, 이번 활동 때 사용하고 남은 비누는 축 I 행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독도를 제대로 알리면 어떻겠냐 
제기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비누 약 15개 ! 고 제안한 친구 덕에 시작된 캠페인이다, 앙케이트 활동, 
정도를 제작하여 학교 화장실에 비치하였고, 처음 해 본 콥 스티커 퀴즈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생각보다 많은 
활동이어서 고린지 1 학년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보 ! 학생들이 참가해 주어서 스티커가 부족할 정도였다. 실제 
였다 口료 많은 부원들이 이로 인해 큰 보람과 함께 자신감을 얻 

은 것 같다고 이야기 했었다. 교내 동아리 한별난과 함께 

진행했다 



• 교내캠페인(7월 15~17일) • 창원캠페인(11 월 9일) 

'r.~ 

교내 동아리 한별단과 함께 진행했다. 앞에서 벌써 이야 ; 작년부터 교내캠페인에서 그치지 않고, 창원시내에서도 

기한 독도 캠페인과 함께 진행한 그 캠페인이다 01 캠페 ! 캠페인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과, 활동 
인도 매년 진행하다보니 우리 동아리의 전동처럼 되어버 ! 주제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큰 주제 
린 듯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보다 규모도 키우고 내용도 ! 로 하고, 기아문제를 소주제로 하여 진행하였댜 내년 우 
더 알차게 만들었다 작년이 피켓활동과 환경정화 위주였 | 리 동아리를 이꿀어 갈 1 학년 학생들이 주 축이 되어 진 
다면, 우리는 앙케이트와 스티커 퀴즈, 여러 가지 게시물 ! 행하였다 굉장히 많은 시민 분들께서 참가를 해 주셨다. 
들을 추가하였다 준비과정에서 부원들이 열정적으로 임 ! 준비 해 간 팔찌 400개가 다 떨어져 버려서 뒤에 오신 분 
해준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과도 좋아서, 지나가다 보 ! 들께는 팔찌를 못 드리기까지 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 선생님들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고, 학생 ; 기아문제에 대해 알린 것 같아 1 학년들이 상당히 뿌듯해 
들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특히, 퀴즈활동은 너 | 했다 밀양여자고등학교와 함께 진행했다 
무 인기가 많아서 스티커가 모자랄 정도였다.) 같이 캠페 

인을 진행한 한별단 학생 한 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함 

께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가를 알 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7'lvt IL:컫?t t.야 d다~"HI l~l.바닷vkL? 

조금 성숙해 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전까지 우리의 관심사는 ‘나'였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 왔던 것입니 

댜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여태 살면서 정말 드물게 경험해 온 ‘남’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 아닌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변화를 성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경계 

가나’에서 ‘너’로확장되었기 때문입니댜 

祐L, (俠^%， 1I-꿈, 1lo킥샤1-1는 m尤1어 1 I羽iBI-닷/kL? 

처음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리 주변의 인식변화를 넘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꿀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저희의 노력이,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목표를 달성하 

진 못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성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학년의 

한 학생은 가족 간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포로젝트를 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렸더니 동생들이 오빠가 말한 내용대로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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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교 사 권은욱 선생님, 최효정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윤주, 이예은, 구나은, 김가령, 김민주, 김예분, 김진순, 김하늘, 김현주, 남기은, 

박민정, 박신혜, 배소현, 배주연, 서효은, 오유진, 이수복, 이정은, 임수현, 조아현, 

최은진, 김민지, 김채은, 김해인, 박현진, 서원경, 서현민, 손지현, 손희정, 유연지, 

윤주영, 이건영, 이수민, 조현수, 한지선, 홍지형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1. 경제정의: 아무런 생각 없이 소비만 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에 대해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학교 전체, 주변학교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경제정의’에 대한 개념을 인 

식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2. 인권: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임에 대하여 인식하고, 월드비전에서 하는 기부 활동을 유 

네스코 학생들이 앞장서서 교내에 알려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꾸준한 활동이 이어진다면 인권신장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있을것이다. 

3. 환경: 환경문제의 인식과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학생 스스로 환경 보호를 위한 행 

동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학생들 스스로 환경 운동에 직접 참여해 보며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깨닫는 등 파급효과를 기대해 본다, 

4. 지역고유문화: CCAP 교환학생들과 골목길 투어’를 통해 대구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대구 약령시 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대구 고유 축제를 경험하고 대구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대구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유행에 치우쳐 비합리적인 가격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자! 

• 우리의 작은 행동실천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자! 

•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부를 생각해보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 

•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자! 

• 협동 단결하여 유쾌, 상쾌, 통쾌하게 프로젝트를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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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원인과 결과의 나무 제작(4월 26일) \ ■ 체육대회 경제정의 캠페인 &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구호 아래 실시되 ! 레몬에이드 판매행사(5월 16일) 

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통해 자아탐색, 진로, 공부, 가 |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라 
족, 그리고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평화, 인권, 다문화, 환 ! 는 주제 하에 레몬에이드 판매행사를 가졌다. 경제정의 
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라는 주제 속에서 나 |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 합리 
와 사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 생 ! 적인 소비에 대해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댜 또한 ‘종이 
각해 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고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i 컵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파헤쳐보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 ! 서명을 받는 등 뜻 깊은 시간이었다, 
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찾아보기 위해 프 

로젝트 첫 단계를 시작했다 
.................................................................................................... 
■ I LOVE CCAP!(5.24 스웨덴, 6.7 아제르바이젠, i ■ 우리의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을 국제바디페인팅 

6.21 파키스탄, 10.10 독일, 11.8 미국, 12.20 \ 페스티벌과함께 보내다!(8월 31 일) 

예정) ; 아시아 최초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대구 국제바디 

특히 파키스탄 선생님의 수업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어공 ! 페인팅페스티벌을 관람했다.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을 활 
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어로 수업을 해주셨다 우리에게 ! 용한 바디페인팅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의상, 화려한 색채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만 재미있고 즐 ! 와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 등의 종합예술 작품들을 감상하 
겁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관심을 ! 는 기회를 가졌다.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국제적으로 인지 
가져보라고 격려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또한 파키 ! 도를 얻고 있는 대구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스탄 음식인 Fruit Chaat를 함께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문화 행사에 자긍심을 

가졌댜 ‘선생님 시간이 최고로 즐거웠어요!’라고 했을 때 i 가지는 계기가 되었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CCAP 

수업을 통해 세계 이곳 저곳을 여행하고 있다. 행복한 

CCAP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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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추석 전야제. 물 부족 캠페인 
(8월19일~9월17일) 

2학기 개학과 함께 시작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의 단결력 

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증한 시간! 전교생이 물 자원 부족 

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 절약 문화가 우리 생활에 스며들 

기를 바라며 물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물의 소중함, 절 

약의 습관화, 물 부족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와 표어를 제 

작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물 절약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반 교실 및 화장실에 포스터와 표 

어를 게시하며 몰 절약 실천에 전교생이 동참할 수 있도 

록 유도했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이제 포스터 하나쯤이야 

거뜬하게 만들어~'， ‘이까이꺼 껌이지’, ‘언니, 이 정도면 

완벽하죠?'， ‘우와~ 최고다 최고!’라는 말을 하며 준비과 

정이 정말 유쾌했다 동아리 구성원들의 야심작이었던 캠 

페인을 진행하며 앞에서 꿀어주며 뒤에서 밀어주는 송현 

국제이해연구반 유네스코 동아리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 

었다 

• 우리의 아름다운 기부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10월 31 일) 

• 우리의 아름다운 기부 필통 만들기(10월 11 일) 

‘우리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봉사와 기부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 

해 나눈 동아리 구성원들과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 탄생한 

우리의 아름다운 기부행사 1 탄! 월드비전 필통 만들기를 

하며 진지한 우리의 모습. 정말 멋지다, 

‘내가 만드는 필통이 누구에게 전달될까?’ 촘 더 견고하 

게 만들어야지’ 다짐하며 완성된 필통, 주인을 얼른 찾아 

날개를달으럼, 

•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마지막 레몬차 행사 
(12월 중순) 

‘우리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기부행사 2탄! !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기말고사 
신생아 모자 뜨기. 이 행사는 동아리 대상이 아닌 송현 ; 후 중앙현관에서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레몬차 행사를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난생 처음 뜨개질을 접 ! 실시합니다, 상큼한 레몬과 달콤한 허니~무르익어가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 동영상 시청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i 있습니다. 개.봉,박,두! 레몬차 수익금은 모두 ‘우리가 함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저체중이나 영양부 i 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족으로 면역성이 떨어지는 신생아, 조산아들이 캥거루 케 

어 (신생아를 안고 털모자와 포대기로 감싼 후 아기를 안 

고 있으면 따뜻한 체온과 엄마의 심장박동소리에 호흡을 

하며 인큐베이터에 있는 듯 생명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 

를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캥거루 케어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 따뜻한 모자를 아프리카 신생아들 

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애기들아, 예쁜 언니들 

의 정성이란다, 고이고이 간직해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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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1UE IL린'1t 스스L mt:C,1언 1 1안.바앗vkL? 

‘내가 뭘~'， ‘내가 한다고 될까?라고 넘겨버리거나 아예 생각조차 없었던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7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동 

아리 친구들과 유쾌한 수다를 통해 학교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졌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자 굳은 의지 

를 보인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한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 무조건 나의 의견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 

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증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낀다. 웃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화를 하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잠시 여유를 가지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타협을 이꿀어 내는 짜릿함을 바탕으로 나와 너의 다름 

을 co이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서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한층 더 성숙해짐을 느낀다. 

祐L, 4선묘, 1I-꿈, "'''킥~1-1-1는 m江1뀌 I 빠바앗따t-ft.? 

지난 5월 체육대회 때 ‘지구가 아파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안내문을 만들고 학생들과 선생님 

들께 설명하며 서명운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개인 물통이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번 교무실을 갈 때마다 

종이컵에 커피를 드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서명운동을 계획했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네스코 동아리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개인 머고잔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현저 

하게 늘어났다 또한 물 부족 캠페인을 준비하며 학교 화장실에 게시했던 ‘양치컵 잊지 않으셨죠?’라는 문구를 욕실에도 

부착해둔 후, 양치컵 생활화가 실천되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처럼 유네스코 동아리 부서원의 변화가 조금 

씩세상을바꾸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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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국어고등학교 
@ 

인권 

@" 

DYSCO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대구외국어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1 길 21 ) 

홈 페 이 지 http://www.taegu-fh.hs.kr/ 

지 도 교 사 류언아 선생님, 고춘자 선생님 

학생구성원 강현지, 전소현, 김명원, 오희수, 이주영, 정찬욱, 정하은, 이우림, 류지영, 전소현, 

박준우, 이효재, 김지윤, 배지현, 장혜영, 이정현, 유성재, 오준석, 장상은, 최지은, 

장 진, 강현지, 권재민, 김무현, 류영지, 신현석, 신효원, 서희정, 유문옥, 이형규, 

백민하, 이상협, 김효신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지역에 위치한 성서공단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프로젝트의 주제를 인권으로 설정하였으 

나 인권영화 감상 이후 방향을 수정하여 북한이 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북한 탈북 이주민의 실태를 알 

아보았댜 또, 환경은 그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자리 잡아야 도|기에, 기숙 

학교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습관화 하고자 프로젝트의 

주제로설정하였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는 프로젝트에서 인권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먼저,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개선하고 서 

로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여 학생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 

우리 주변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의식의 함양을 촉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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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r.~ 
■ <Earth Hour 캠페인> (3월) 

WWF에서 주관하는 ‘Earth Hour' 캠페인은 1 시간 동안 

■ <DYMUN SUMMER&WINTER SESSION> 

(7월, 11 월) 

전등을 끔으로써 많은 양의 전기를 절약하여 지구에 대한 중 매년 우리학교에서 실시하는 DYMUN (Daegu Youth 

사랑을 확인하는 캠페인이댜 학생들에게 지구를 위한 작은 | Model UN)에서 아동매매와 탈북자 인권, 낙태와 임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캠페인의 취지를 밝히며 참여를 권 ; 중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참가국의 입장에서 토론 

유하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붐이는 홍보활동을 하였댜 ! 하고 결의문을 작성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다, 인 
류 공동의 과제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펼 

쳐 나가며,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기에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인권 관련 영화 감상 및 감상문 작성> (7월) \ ■ <JEC Day Award> (8월)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인권 영화 ‘다섯 | JEC Day는 ‘Japanese, English, Chinese Day’의 
개의 시선’을 감상하고 이 때 느낀점을 감상문으로 작성해 l 줄임말로, 각 반의 전공 언어로 가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인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 해보는 기회를 가 ! 다양한 장르의 동영상 작품을 학급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 
질 수 있었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꼈고, 더불어 ; 여 기획 ·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심사하는 우리 

부원들과 시청한 영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 학교의 전통적인 포로고램이다 작년에 이어 을해도 유네 
제시해 보며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 ; 스코 학교의 활동 취지에 따라서 인권 보호, 환경보호, 양 

성평등, 세계문화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해 전교생이 참여 

하여 뜻 깊은 상영회를 가졌다, 

• <유네스코 캠페인 - Live Together> (8월) i ■ <교내 환경 캠페인> （연중) 
레인보우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여는 ; 환경파괴의 실태를 알리고 월별로 ‘형광등 끄기’, ‘수도꼭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들 증 하나 f 지 잠그기’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안들을 제 
인 만큼 물 부족의 심각성과 물 절약의 필요성을 주제로 f 시하여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환경보 
동성로에서 캠페인을 하였다, 다트던지기, 퀴즈 등 다양 f 호 의식과 실천의식을 함양하고 교내 축제 시 이와 관련 
한 게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물절약에 대 f 된 행사를 계획한다, 
한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캠페인뿐 아니라 행사 

당일 폭염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도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자각하게 되는 날이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이해> (10월) • <인권 관련 영자신문작성> (10월) 
대구소재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오신 선생님으로부터 圭 교내 영자신문 The FREEZONE 2013년 두 번째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와 이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圭 호에 "Human Rights; Let's bring the light to 

들었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북한 이 j miserable darkness”라는 제목으로 북한아동에 대한 
탈주만 혹은 ‘새터만에 대한 기본적 정의에서부터 시작 圭 인권침해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를 쓰는 
해, 우리들이 그들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까지 설명해 주 f 과정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현 
셨다 그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나가고 있고 f 재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 존중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기 
또 어떤 동기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이 圭 회가 되었다, 

야기를들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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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 초콜릿 판매 및 사헬지역 돕기 모금 > ! .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 장려> （연증) 
(11 월) | 매년 월드비전을 동해 전세계적으로 굶주림 등으로 고동 

대구외고 교내축제 ‘행연제’에서 공정무역 초콜릿을 판매 ! 받고 있는 아동을 한 학급당 한 명씩 결연을 맺어 후원하 
한다 별도의 게임을 준비하여 학생들을 모아 자연스럽게 ! 고 있댜 후원금이 크지는 않으나 전 세계의 위기상황 및 
공정무역의 의의, 취지 등을 밝히며 구입을 권유하고 학 ! 현실을 인식하고,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생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기를 바란다, 또한 ! 다, 
사헬지역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함을 설치하여 빈곤 문 

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 

~lvt It;런?t t.t.l o,tt.~111 I~버뎃vkL?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분 

명히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가 먼저 환경을 생 

각해서 안 쓰는 전등 끄기,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이다. 인권에 대한 인식도 마 

찬가지이댜 스스로가 먼저 올바른 인식이 잡혀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댜 실제로 친구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소개 시켜줄 수 있었다, 

祐L, (선묘, 1I-쪽, 1Io꺽샤1-1는 m尤1언 1 I헝"바땅냐fl.?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 

로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특히 탈북자 인권 강의를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과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댜 또한 Earth Hour 캠페인을 통해 우리도 지구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되새기게 해주었다, 

또 캠페인을 홍보했을 때, 실천 후 인증샷을 남기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현 

대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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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생존가능발전교육 episode II: 
물사랑지킴이 다문화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원화여자고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30길 30)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wonhwa.daegu.kr 

이준호 선생님, 조기원 선생님 

손지현 이회진, 이지하, 김예린, 신민경 문별, 임다정 한은지, 손수민, 이레나 

프로젝트선택이유 

대구 서쪽 부도심에 위치한 원화여고의 학생들 대부분은 저가 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출신 

이 많으며 자연스레 부모의 경제력 또한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 

습니다 또한 인근에 성서공단이 있어 근처에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인근의 죽전초등학교 경우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이 원화여 

고로 진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화여고는 말레이시아의 세리 푸테리여고 및 일본의 

히지야마여고와 자매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2년부터 지역 유명 대학들과(ex. 경북대학교, 대구 

대학교) 유네스코협회연맹과 더불어 지속적인 CCAP를 진행해왔고, 2013년에는 경북대학교와 협 

의 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원화여고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은 다문화 시대에 대 

한 준비 혹은 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2011 년 동일본대지진과 

얼마 전까지도 심각하였던 북한발 핵위기 등을 통해 21 세기 고도과학문명이라는 것이 결국 자연의 

거대한 힘이나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으로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며 산업시대 

의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류 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 

국 기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으로 들아가 인간 개개인의 마음 속에 ESD의 개념을 심 

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며, 이에 우리 동아리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존'을 모든 활동 

의 밑바닥에 두고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태껏 누려오던 모든 기술의 달콤함 

을 일순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서서히 ESD를 내재화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고, 오는 2015년 개최되는 대구 · 경북 세계물포럼의 준비에 동참하면서 

한편으로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 혹은 시민으로서 목소리내기 

를 위해 물사랑지킴이 활동을 좀 더 넓으면서 한편으로 깊게 전개시켜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우리 원화 유네스코 국제교류반 소속원들은 주체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본 프로젝트 

에참여해왔습니댜 

• 우리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관련지식을 넓히고 행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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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해외 자매학교 및 지역민들과 적극 교류하여 ESD적 개념에 입각한 세계시 

민적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댜 

• 우리는 교과 지식만으로는 습득하기 힘든 제반 사항들을 본 활동을 통해 체득하고 체계화하여 

다른 학교나 조직에서도 우리의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동내용 

■ 2013 Earth Hour(말레이시아)(3월 23일) ■ 2013 Earth Hour(한국) 

말레이시아 자매교 Sekolah Seri Puteri 현지에서 ! 2013 Earth Hour. 말레이시아 자매교 현지에 FRSIS가 

개최된 2013 Earth Hour. 본래 제3회 FRSIS(Fully ! 진행되는 동안 Earth Hour가 실시된 것과 더불어, 한국에 
Residential Schools' International Symposium; ! 서도 활동이 진행되었다. 작년에 활동을 해본 적 있는 2학 
자매교 현지 기숙학교단 국제 학생 심포지엄) 진행 중이 i 년들의 주도로 1 학년들과 합심하여 행사 전 약 2주 간 학 
었으나, 행사에 참가했던 동아리 2학년 부장 손지현 학생 ! 교 내 외로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동아 
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최소한의 조명만 남긴 채 소등한 뒤 ; 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을해도 역시 학교 인근 지역의 

모두가 Earth Hour에 동참했댜 행사에 참여했던 인도네 ! 많은 아파트 및 주택이 1 시간의 소등에 동참하였다 
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의 국가 출신 학생들이 유네스코 

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지산하수처리장 방문(4월 12일) ! . 내셔널지오그래픽 두 번째 이야기(5월 24일) 

대구에는 수성못이라는 유명한 인공못이 있는데, 그 근린 ! 아름다운 날들의 기록展 관람 대구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시설 지하에 있는 거대한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였다. 슬러 ; 된 이 전시회에 우리 학생들이 참가하여 사라져가는 생물 

지(하수 찌꺼기) 가득한 하수가 점차 정화되어가는 과정 | 자연의 모습들에 관한 순간의 기록을 살펴보았댜 내셔널 
을 보며 수자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으며 신재생에너 ! 지오고래픽 측의 협조로 학습지를 미리 받아 문제를 하나 
지 활용의 중요한 한 축임을 확인하였댜 이 과정에서 대 ! 하나 풀어가며 각각의 사진이 가진 사연에 관해 깊이 고 
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친절한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 ! 찰해보는 재미도 있어 더욱 유익하였다. 자기 새끼를 위 
댜 이후 지상으로 나가 수성못 주변을 돌며 캠페인활동 ! 해 희생하는 생물의 모습은 진한 감동이었으나 자신의 생 
을 펼쳐 유네스코를 알렸다 : 존을 위해 다른 생물을 포식하는 모습은 더 없이 잔인하 

: 였다 

• 유네스코대구협회 및 대구 — 광주 청소년 문화 ! • 신천물사랑지킴이 1 차 활동(7월 12일) 
교류회(6월 1 ~2일) ! 2012년에 이어 올해도 물사랑지킴이 활동을 이어간다, 

첫 날 오전 광주 청소년들을 맞은 뒤 곧바로 대구 근대골 ! 창의적체험활동 외부활동일인 이 날 동아리원들은 모두 
목 투어를 하여 대구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함께 보았으 ! 수성교로 집결하여 둔치에서 운동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 
며 팔공산 숙소로 자리를 옮긴 뒤 야간 산행을 통해 팔공 ; 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수자원 재활용의 필요성 등에 대 
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일명 갓바위’)까지 다녀왔다, 다음 ; 해 역설하며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렸다 
날 대구 자연염색박물관에서 실제 염색 해보기를 동해 섬 i (내용 정리한 유인물 배부도 함)． 아울러 환경정화활동 및 
유도시 대구의 진면목을 맛보았고 과거 각종 안전사고를 ! Ph 페이퍼로 수질 확인(중성으로 나옴)을 하였고, 그 결 
겪고 한층 성숙해진 대구의 모습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 과 뒤에는 환경시설공단과 시민들의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체험을 통해 느껴보았다 아울러 동인동찜갈비와 팔공산 ! 있었댜 
순두부 등 음식문화도 체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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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재활용 빨래비누 제작(8월 23일) I ■ 2013 대구학생글로벌시민교실 Live Together 

올해도 어김 없이, 아껴두었던(?） 폐 식용유와 가성소다 \ (10월 12일) 
고리고 약간의 글리세린이 조화롭게 만나 비누가 탄생하 ! 유네스코의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활동 부제와 무언 

였다 이번에 글리세린을 새롭게 시도한 것은, 작년에 만 圭 가 비슷하게 들리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은 결 
든 비누가 다 좋았지만 사용 시 손이 심각하게 거칠어지 ! 코 만만히 볼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함과 질을 갖추고 있다. 
는 단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보습에 굉장히 효과가 좋 | 원화여고 유네스코 담당교사 이준호는 이번 행사를 위 
다는 글리세린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 해 대구시교육청 국제대외협력담당 권기환 사무관과 함 

도 제작 초반에 기름이 잘 응고되지 않아 고민하였으나 ; 께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나 그리 

몇 번의 시도 끝에 가성소다 양이 부족함을 깨닫고 문제 | 고 우리’라는 제목의 EIU(Education for International 

를 해결하였댜 j Understanding) 특강을 진행하였댜 

• 원화전(10월 17~18일) I ■ 2013 학생 전진대회(10월 26일) 
2013 원화전(원화여고 종합 예술 및 동아리 활동 전시 | 유네스코 대구협회 주최 2013 학생 전진대회 이번 행사 
회)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부스 설치 및 운영. 유네스코 활 ; 는 대구교육연수원 부설 위탁 교육기관인 ‘마음이 자라는 

동을 하다보면 ESD라든가 EIU같은 개념들이 너무나도 ! 학교(일명, 대구 Wee스쿨)’에서 열렸다 5월달에 있었던 
일반적이고 친숙하게 다가온댜 하지만 동아리 밖으로 한 ; 유네스코대구협회 전국대회 때문에 다소 늦게 개최된 이 
발자국만 나가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 번 대회는 ‘유네스코와 함께 하는 자연과의 소통’이라는 
같은 학교 안에서도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를 혼동하는 사 ! 주제로 팔공산 일원의 올레길을 걷고 동화사 일대의 자연 
람들이 많댜 때문에 원화전과 같은 종합 전시회는 아주 [ 과 문화재를 보고 듣고 느끼는, 환경 및 지역고유문화 주 
좋은 홍보의 장이 된다 을해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관 i 제의 활동이었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심이 많은 우동기 
람자가 자연스레 유네스코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 ! 교육감께서 축사를 하시어 더욱 분위기를 돋우었다, 
으며,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적어 ‘원화환경만 

들기 꽃 게시판에 붙여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 

록하였다 
.................................................................................................... 

• 원화여고 ESD 연구회 개최(11 월 1 일) 

이번 주제는 ‘대구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였는데, 다소 무거워 보이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지역의 기 

반인 인구의 유출이 유독 대구라는 공간에서 심하기 때문이며 그 심각성을 대구 시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발표회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소속 손지현 학생이 ‘문화로 살리는 대구’를 발표하였고 세부적으로 공연문화, 

게임(온라인 및 모바일)문화, 출판문화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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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VE IL런?t 스스L m江1어 1 I합.HI-앗vkL?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그 주체인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갔던 1 학년들이 이제 2학년이 되었고 한 해 활동을 주체적으로 이꿀어 왔습니다, 지금 1 학년도 이제 머지 않아 우리와 같 

은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초 나름대로 2학년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신입생들과 진 

지하게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당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진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마음가짐부 

터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어른이구나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후 지도교사 이준호 선생님이 ESD 

에 대해 설명하시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소주제로는 7가지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을 때, 작년에는 무슨 이 

야기인가 싶던 것이 점점 익숙해질 때, 그럴 때 변화를 완전 크게 느낍니다, 다양한 활동들 즉, Earth Hour, Rainbow 

활동, 물사랑지킴이 활동, 재활용비누 제작, CCAP 등의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하다 보면 이론 뿐 아니라 행동력까지 겸 

비한 진정한 유네스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덥고도 습했던 2.28 공원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 "Green 

Together'’를 외치던 일은 변화의 정점이었습니다 

祐L, (선묘, 1I-쪽, 1lo꺽^바I는 m尤1언 I I杓iBI-앗냐fl.? 

이런 우리의 목소리는 비단 동아리 안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 부장 손지현이 말레이시아 자매학교에 갔을 

때 당당히 유네스코 활동과 Earth Hour에 대해 알렸고 예정에 없던 Earth Hour 세션이 추가되어 현지 학생과 교직원 

들이 모두 소등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원래 FRSIS{Fully Residential Schools' International Symposium) 라는 활 

동인데 여기에 말레이시아 유수한 학교들뿐 아니라, 브루나이,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다양한 나라 학생들이 한 

데 모여 활동을 합니댜 올해는 3회 대회였고 때마침 그것이 자매학교 현지에서 개최되었는데, 2학년 부장이 절묘한 타이 

밍에 행사를 홍보하여 말레이시아 학생 의장단과 운영 담당 선생님 등이 결정하고 교장 선생님이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자매학교도 ASPnet 소속이라 이런 협력이 좀 더 수월했지 않았나 싶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량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울러, 지산하수처리장의 환경시설공단 담당자가 유네스코의 활동에 

대해 궁금해하여 준비해갔던 유인물을 동원해 설명을 해드렸고, CCAP 활동을 할 때 유학생 언니 오빠들에게 유네스코 

주제에 의한 질문을 함으로써 역으로 그 분들이 우리에 대해 물어보게 만들었으며, 물사랑지킴이 활동이나 원화전 부스활 

동 등을 동해 유네스코가 하는 일과 그 의의와 구체적으로 활동에 동참하는 방법 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모든 구체적인 

변화에는 그것에 앞서 인식의 공유가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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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Korea Economic Expand Protect} 

학교정보 학 교 명 대전노은고등학교(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99번길 55) 

홈 페 이 지 http://noeun.hs.kr 

지도교사 진여주선생님 

학생구성원 정우진, 홍문수, 고묘정, 김도경, 이예지, 장경원, 정지은, 황이레, 권소연, 장서희, 

정선연, 조승리, 지현아, 김웅주, 김인섭, 오재환, 이상희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는 다른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지역고유문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친구들도 대전의 특산품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어떤 지역고유문화가 있는지 관심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역의 고유문화 

를 홍보하는 활동과 연결지어서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주체성은 다양한 의미와 연결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주체성으로 볼 때, 우 

리가 먼저 지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주체성 

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세계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댜 우리 학교가 위치한 유성구에는 ‘유성5일장’이라는 훌륭한 전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세 

계시민들에게 ‘유성5일장’이라는 지역고유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시장 

과 우리 동네 가게의 붕괴 등을 대형마트, SSM문제와 함께 생각하면, 지역의 문제와 연결되어 부모님, 

지역사회의 어른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시청 및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유성5일장’, 대기업의 SSM의 문제와 관련하여 크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 

다는 우선 우리주변의 친구들이 유성시장에 대해 집 앞의 대형마트 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댜 이런 친구들의 관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많은 사람들이 대전 지역고유문화의 

큰 틀에서 ‘유성5일장’에 대해 알게 되고 ‘유성5일장'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고유문화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 또한 동네 작은 상점이나 전통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지 

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계 

기가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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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유네스코 Rainbow 청소년세계시민 사전 준비: \ ■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레인보우 테마 발표(3월 28일) | （ 4월 23일) 

각 조별로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인 7가지-평화, 인권, ! 우리는 지역고유문화라는 주제로 유성시장욜 홍보할 계 
다문화 환경, 세계화, 경제정의, 지역고유문화에 대해 조 | 획을 세웠으며 유성시장 1 차 견학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댜 어렵고 막연하게 알던 7 I 원인과 결과 나무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였다. 지역고유 
가지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 | 문화인 유성5일장율 경제정의, 세계화 홍보와 연결하여 
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데 ; 현재 유성시장의 모습과 특징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도움을받았다, ! 어떤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홍보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틀과 계획을 세웠다 
.................................................................................................... 

• 유성5일장답사및설문조사(1차방문)(5월 19일) 콥 • 전국 유명 전통시장조사 및 발표(6월 12일) 

유성시장 답사는 총 4차례 실시하였으며, 5월 19일 1 차 콥 유성시장의 홍보활동을 계획하기 전에 유성시장의 특징 

로 유성시장을 방문하여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연령대, ; 부터 살펴보았다, 전국의 5일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각 
이용시간 고리고 주요 품목 등을 스티커판을 이용하여 조 : 조원들이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우수사례와 

사하였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와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 ! 지역의 특성을 반영시킨 시장들의 예들을 볼 수 있었다, 
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으나, 시장 상인들과의 인터뷰를 i 이것을 바탕으로 유성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고, 
통해 우리 프로젝트의 증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좀 더 구 圭 우리가 홍보를 할 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 
체화 할 수 있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성 i 는 시간이 되었다, 
시장 홍보 및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 유성구청 방문(7월 23일) ! • 유성5일장 2차 방문 및 유성시장 지도 만들기 

실질적으로 유성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인 유성구청 지역 | (7월 29일) 
경제계를 방문하여 담당자인 소미란 주무관님과 이야기 i 7월29일 유성시장 2차 답사를 실시하였다. 유성 5일장 
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성시장의 | 을 찾아가서 추천 맛집을 조사하고, 유성시장 지도 작성 
낙후된 모습만 보고 개선, 발전만을 이야기하였는데, 주 | 을 위해 골목별로 팀을 나누어 기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 
무관님은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현재의 장점을 살린 ‘도심 I 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에 우리 동아리만의 유성시장 지 
속의 전통시장(5일장)’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하여, 우리가 i 도를 만들었다 
소홀히 지나쳤던 유성시장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게된계기가되었댜 
.................................................................................................... 

• 유성5일장 홍보 로고 및 캐릭터 공모전 실시 ! • ‘견우직녀 축제'－유성시장 홍보 활동(8월 11 일) 

(8월 1 일) ) 8월 11 일에 열렸던 견우직녀 축제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지역고유문화인 유성5일장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유네스 : 유성시장 홍보문구피켓과 전시피켓을 가지고 유네스코 

코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성시 ; 홍보부스에서 전시를 하였으며, 지역고유문화 알리기(유 

장 홍보 로고 및 캐릭터를 공모하였댜 공모 작품이 많지 | 성5일장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유성시장방문에 대한 
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유성시장과 프로젝트 활동에 관심 | 약속도 받을 수 있었다 
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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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한 한걸음-대전지역 연합 캠페인 • 유성시장 홍보 동영상 제작 (9월 24일~10월 4일) 

'r.~ 

(8월 17일) 나구성시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동영상을 학교와 유성시장 

8월17일에 열린 으능정이 거리 캠페인은 UN이 지정한 ! 에서 촬영하였다, 광고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한 가족이 
세계청소년의 날로, 대전지역연합활동이 있었다. 우리학 : 유성시장 유래와 장점을 소개하고 함께 유성시장으로 출 
교는 지역고유문화(유성시장)를 알리기 좋은 기회라고 ! 발하는 내용이다. 어색하고 오글거리는 연기였지만, 시장 
생각하여 홍보문구 피켓, 대형마트와 유성시장 제품의 원 ! 골목 골목을 뛰어다니며 시장 상인들과 함께 촬영을 해서 
산지를 비교한 피켓 유성시장 지도를 바탕으로 한 유성 : 의미 있고즐거운시간이었댜 
시장 놀이판과 손도장을 찍은 유성시장 로고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 

였다 

• 프로젝트 홍보리플릿 만들기 (9월~10월) ; ．교내 행동주간(10월 28일~11 월 10일) 

우리가 진행하는 청소년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알리고 더 | 우리는 그 동안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유성시장을 학생들 
불어 유성시장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릿을 만들었다. 리플 ! 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주간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릿에 들어갈 내용을 조사하고 사진 및 디자인을 선정하 i 많이 다니는 장소에 유성시장율 알릴 수 있는 피켓과 유 
였고 유성시장의 유래, 맛집 정보, 시장 지도, 청소년세계 ! 성시장 지도를 전시하였고, 각 교실에 들어가 유성시장에 
시민 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넣고 포토샵으로 디자인 하였 ! 관한 내용을 PPT로 만들어 발표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 우리들 노력의 결실이 한 장의 리플릿에 담겨있어 가 : 학교 광장에서 유성시장 부스를 만들어 유성시장 4행시 
슴 벅참과 뿌듯함을 느꼈다, 짓기, 유성시장배 끝말잇기, 유성시장 0/X퀴즈 등 게임 

을 진행하고, 공들여 만든 리플릿을 나누어주며 유성시장 

알리기에 힘썼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유성시장 

에 관심을 가지고 사라지는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문제 등 

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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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t 11,;린7t 스스L mtt1어 1 I합.바~1,,t-ft..? 
우선, 그 동안 무관심했던 유성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동아리부원 모두가 유성시장 홍보활 

동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댜 유성시장 견학을 다녀 온 후 지역고유문화인 유성시장과 경제정의를 연걸해 원인과 걸과나무 

만들기를 시작하였고 우리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활동을 홍보문구, 피켓, 리플릿과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 

을 통해 우리가 유성시장을 알게 된 것처럼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호기심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 나 

의 변화, 우리의 변화가 지역의 변화를 이꿀어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비롯해 유 

성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까지 많은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부원 각자 역할에 맞는 일을 하면서 친구들 모두 책임감과 

지역문화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다른 문화를 접하 

게 되더라도 그에 맞는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祐2.., ＾씬%, 꾼g, 1lo킥I\1-1-1는 구江1뀌 1 1孔iHI-앗c.,kL? 

KEEP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을 준비했던 것은 교내 행동주간이었다. 행동주간을 위해 원인과 결과나무와 

홍보문구 피켓을 전시하고 유성시장 답사를 통해 조사한 자료, 유성시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홍보 동영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의 결과물인 리플릿 등, 유성시장에 관한 모든 것을 전시하고 알리면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 

져주었다 복도에 전시되어 있던 유성시장 피켓을 처음에는 그냥 스치듯 지나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사투리로 쓴 글자 

하나하냐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찍은 사진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활동주간 후반부에 광장에서 한 캠페인에는 첫날, 

1,2학년 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서 유성시장퀴즈말판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며 ‘‘정말 유성시장이 이런 곳이야?'’ 또는 “아, 

유성시장 한번 가보고 싶다’'같은 말을 많이 하였다, 유성시장 4행시를 지은 친구들과 홍보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었던 친 

구들 모두 우리에게는 변화가 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또 다른 변화를 불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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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ark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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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교 사 심순옥 선생님, 이미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정채영, 윤예원, 강민정, 김나현, 남혜련 박헌정 염혜현 조혜민, 강민정, 김현지, 

곽세현, 김소현, 민하원, 서주현, 이수아, 최예원, 김한솔, 박은혜, 박인선, 송미정, 

신나라, 안수빈, 이가람, 이한솔, 임지민, 성명윤, 심형보, 안가현, 오민희, 이지웅, 

임련송 

프로젝트선택이유 

E듄화: 인근 중학교와 우리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당당하게 

다문화 가정의 자녀임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작년에 이어 지 

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며 자부심을 갖게 우리가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볼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든 학생들의 어울림이 바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나로부터의 변호壇臼살천하고 내 주위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환경: 우리 학교의 뒷산은 대전지역 주민의 인기 있는 등산코스로서, 많은 사람들로 늘 붐비고 학교 

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근처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공간인 유등천변과 함께 쉽게 오염이 될 수 있는 장 

소라 생각되어 환경 보호는 내 주변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집이나 학교에서 흔하게 

발견되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는 볼펜을 비롯한 각종 필기구는 몇 년째 책상 서랍이나 집안, 교실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청소라도 하게 되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것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한 가운데 쓰지 않는 볼펜을 모 

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나라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행사를 하는 한 단체를 알게 되어 함께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현상들을 포착하여 환경도 지키고 물 

자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활동이 바로 10원 동전 모으기였다.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주변을 떠도는 10원 동전을 모아 다시 은행으로 유입시켜 국고 손실을 막고 그 돈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우리의 노력은 작지만 지역사회와의 큰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버리자! 보이지 않는 자원의 낭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 

- 나부터 물자절약, 쓰레기 줄이기, 다문화 편견 버리기,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 갖기 

• 알리자! 자연의 소중함, 물자절약의 절실함, 우리 실천의 중요성! 

- 포스터 제작, 지속적인 홍보, 지속적인 교내외 캠페인 벌이기 

• 지키자! 나부터, 우리 동아리부터, 우리 학교부터! 

-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인식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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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Rainbow Project 원인과 결과 나무(4월 22일) \ ■ 다문화 강의(5월 6일) 

올해의 주제와 연계된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 유네스코동아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동부다문 
실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조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 화센터에서 오신 박나영선생님께서 다문화에 대한 강연 
아이디어를 내었다 수집한 생각들을 현실로 이루어내기 ! 을 해주셨다 선생님께서 다문화학생들과 가족들을 직접 
위해서 선생님의 의견도 듣고 직접 활동을 해 본 단체의 ! 만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들으며 다문화 학생들을 
자문율 구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조 i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 학생들이 
금은알것도같았다,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듣고 평소 

에 궁금했던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었다, 

• 숲 체험 강의 "숲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5월 13일) \ ■ 제1차 10원 동전 및 펜 모으기 활동(6월 1 ~20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부터 자연에서 해답을 얻고자 학 ! 인터넷에서 쓰지 않는 펜을 모아 가난한 나라에 기증하는 
교에서 숲해설가 김영중 선생님을 초청하여 진드기조차 ! 활동을 보고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청과 연락 
인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앞서가는 생존방식을 터득하여 | 하여 교내행사틀 벌였다. 행사를 위한 홍보와 포스터 등 
왔지만 다른 생물에게 무해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 ! 을 제작하여 전교생 및 선생님들의 호응을 얻었고 10원 
하는데 반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얻으려는 인 ! 짜리 동전 모으기와 함께 진행하여 국고 손실을 막고 불 
간임이 사실 부끄러웠고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 ! 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작은 힘도 길렀다 
아야겠다고생각했다 
...................................... 

•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UCC 제작(6월) \ ■ 오량산, 유등천 쓰레기 줍기 및 환경 캠페인 
다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2 ! (7월 13일) 
학년 학생들이 뭉쳤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 선배들의 전통을 0|어받아 오량산과 유등천 환경정화 캠 

생활 속의 실천을 위하여 1 학년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었 ; 페인 및 쓰레기 줍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뜨거운 날씨에 

댜 각 학년별로 내용을 구상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ucc i 송글송글 이마에 맺히는 땀만큼이나 귀하고 값진 일을 누 
홍보물 “다문화를 향한 레인보우’’와 “우리는 환경지킴이’’ ! 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묵묵히 해낸 Only One! 유네스코 
2편의 UCC를 제작하였댜 I 1 학년 학생들에게 박수같채를 보낸다 
............ 

• 등부 다문화센터 봉사활동(7월 29일~9월 7일) i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소개 및 학교생활체험 
대전동부다문화센터에서 중도입국자학생들을 대상으로 | (7월) 
생활과학교실을 열 때,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처 ; 필리핀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의 빠른 한국 적응을 위하여 

음 보는 아이들이라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 i ‘만구밧 사이벨 언니와 함께 다과를 즐기며 이야기도 냐 
지만, 우리의 작은 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누고 학교소개와 영어수업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는사실이뿌듯했다, ; 사이벨 언니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여 한국인과 어우러져 

• 행복하게살길바란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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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변화를위한교내캠페인(10월 15~18일) • 다문화체험 I'm Asia( 11 월 16일) 

전교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고 한국에 사 ; 다문화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여 다문화에 관한 즐거운 추 

는 다문화인들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깨우치기 : 억과 홍보를 위하여 중구 대흥동에 있는 "|'m Asia'’라는 
위하여 교내 식당 앞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환경스티커조 ; 아시아요리 식당에서 체험행사를 열었다. 베트남 음식"짜 
사, OX퀴즈, 스피드퀴즈, 다문화에게 한마디, 다문화퀴즈 | 요"를 직접 만들어 보고 ‘‘자요"와 함께 태국요리 ‘‘팟씨유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가운데 자연 | 꿍’’, 인도네시아요리인 “나시고랭’을 시식하였다 다문화 
스럽게 의식을 환기시키고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였다. ; 여성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고 맛도 우리의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계셨고 선물로 준 사탕의 힘이 ; 입맛에 잘 맞는 훌륭한 음식이었다. 여러분! 꼭 한 번 방문 
학생들의 참여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 해 보세요 

• 제2차 쓰지 않는 볼펜과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스마트한 고등학교 생활 조언 
행사(11 월 11~22일) ! (11 월 23일,11월 30일) 

1 학기에 진행하였던 제 1 차 행사에서 모아진 펜은 대구 ; 대전동부다문화센터와연계하여 중학교와다른고등학교 
수성구청에 전달되어 인도의 아이들에게 보내졌으며, 이 ! 생활, 대학가기, 공부하는 방법, 복수고등학교 소개, 유네 
번 행사에서도 역시 대구수성구청에 전해져 다른 나라로 ! 스코 동아리 소개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자료를 준비하여 
보내기 위하여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펜을 보태고 :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있댜 아울러, 10원 동전은 은행으로 유입되어 그 본연의 ! 답을 해주는 활동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현재 조별로 
역할을 할 것이며 대신 목돈으로 바뀌어 연말불우이웃돕 ; 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 
기에 기부될 것이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만해도 과연 ! 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지 무척 염려스러웠고 시행착오도 ; 듯함을 느낀다, 
많았지만 지금은 해냈다는 뿌듯함과 보람에 가슴이 벅차 

오른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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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안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 

제로 접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지 

난 1 년간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 없던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변화인 것 같고, 더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는 것이 놀랍다, 

祐L, ＾샵4%, 1I-꿈, 1lo꺽"1-1-1는 n尤111I 빠바땅I.,rL?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하다 보니까 교내 캠페인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던 다문화, 환경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든다, 또 전에 비 

해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문화, 환경 관련된 행사 있으면 알려주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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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world, To the future 

학교정보 학 교 명 대전외국어고등학교(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20-13)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djfl.hs.kr 

유미란 선생님, 이현영 선생님 

백새봅 조강이, 고나경, 김민지, 김인희, 서승연, 이예립 이은정, 이지원 조예진, 

김동령, 김주희, 김한나, 서대광, 유현진, 유형신, 0| 정민, 이지희, 이세연, 임은지, 

전예원, 정유하, 정찬빈 한지혜 

프로젝트선택이유 

지구촌이 되어가는 21 세기에 많은 학교들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한다. 다양한 

외국어와 그 냐라의 문화를 배우는 우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세계화'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넓게 

보는 관점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15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많 

은 뉴스와 신문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편견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래서 ‘다문화라는 주제를 선정해 많은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다. 다문 

화 가정이 열 명 중 한명인 대한민국에서 인종 차별의 존재자체가 모순이므로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했던 우리가 가진 부정 

적 인식부터 바꾸기로 다짐했고, 나아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 교외 캠페인을 계획했고, 실행했다 



활동내용 

• 다문화, 세계화 원인과 결과 사과나무 만들기 i • 다문화 주제로 한 신문스크랩 및 댓글 토론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외 1 2013년 5월 10일부터 부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국인들의 인권’을 주제로 사과나무 만들기 활동을 했다 ! 대한 가치관과 지식들을 공유하기 위해 매주 2희 신문 스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 후 원인을 세계화와 다문화 두 분 ! 크랩과 댓글 토론을 실시했다 직접 다문화 문제나 그에 
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색의 사과에 작성하여 완성하였 | 따른 제도를 다룬 기사를 발췌해 스크랩하고 그 기사에 관 
댜 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 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해 보았댜 약간 막연하게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였고 부원들이 해 ; 만 느껴졌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과 편견들이 우 

결 방안을 함께 의논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 리 주변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 
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다, f 하기 위해 노력할 방법을 찾아본 뜻 깊은 시간이었고 부원 

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한충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 세계시민강의 • 서울 이태원 외국인 캠페인 
총 네 번의 세계 시민 강의를 통해 물 환경, 인권 (소년병 \ 9월 15일, 충남고 유네스코 부원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과 아동노동) 등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우리가 i 다문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캠페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더 진지하게 : 인을 벌였다.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며 외국인들과 인터뷰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댜 f 도하고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lvt It;린7t 스스L m江1언 l I합.님 1-~vt-t? 

실제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을 만나 그 

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다 

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생각의 폭을 넓 

힐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프로젝트 활동 이전에는 다문화,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히 국내외에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인식하 

는 것에 불과했지만 부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고것들이 매우 심각하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냐와 같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하니 매우 뿌듯하댜 계획했던 많은 활동들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다문화,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祐L, (선묘, 1I-꿈, 1lo킥^바I는 01U:~1-11 1~1-1-11--r~따~? 

여러 차례의 캠페인, 세계 시민 강의 듣기 등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세계화, 다문화를 주제로 활동을 한 대전외고 유네 

스코는 이번 여름 그것을 주제로 한 대전 캠페인을 펼쳤는데 그 활동을 통해 대전 시민들에게 다문화, 세계화에 대해 조 

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그 후에 있었던 학교 캠페인에서는 우리 대전외고 학생들에게 다문화, 세계화 

에 대한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주제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다문화, 세계화라는 주제는 평소에 쉽게 들어볼 수 있지만 막상 고에 대한 활동을 해보거나 깊이 생각해보기에는 다소 어 

려운 듯 하다 하지만 우리 대전 외고 유네스코는 지역사회 주민,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다문화, 세계화에 대한 좀 더 쉬운 

접근을가능하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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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화선생님 

김신아, 정신화, 김아령, 홍지수, 손주영, 양진영, 최혜선, 김희재, 송지영, 김민정, 

유한솔 손민경, 김지호 박현태 

프로젝트선택이유 

인권, 학교 폭력 환경오염, 지역 문화유산의 파괴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댜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포스터를 제 

작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불을 끄는 캠페인은 점심 

시간 마다 빈 교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전기낭비를 막고자 선택하게 되었고, 지역문화에 대해 조 

사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선사유적지, 동춘당 등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의 가 

치에 대해 재대로 알지 못해서 문화유산이 훼손된 안타까운 사례를 보고 선택했습니댜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자신들의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님을 알려주어 어떤 침체 

에서 행동으로의 실천을 유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당연한 시각을 좀 더 다 

양한 시각과 생각으로 전환해 보고 싶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실천약속 

• 점심시간 비어 있는 교실 전기 절약 

• 환경과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게시판 활동 

• 우리지역 고유문화재 홍보 및 답사 

• 학교 내 텃밭 이용하여 무공해채소 수확하여 독거노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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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전기절약 캠페인, 학교인원 전원 참가" ; • ‘‘친환경 작물 재배, 우리 손으로 해요'’ 

매주 수요일, 부원들과 함께 점심시간 불을 끄는 전기절 i 동아리 시간 틈틈이 학교에서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하는 
약 캠페인을 하였다 각 반을 돌아다니 면서 불을 끄지 않 ! 동아리 ‘배추벌레’와 함께 학교 앞 텃밭에서 상추, 가지 등 
은 반들을 찾아 불과 선풍기를 꼈다. 처음에는 자주 잊어 !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였다.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는 
버리고 귀찮아했지만 2주정도 지나니 모두들 익숙해져서 ;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원들은 농부들의 어려움과 노동의 
직접 불을 끄러 가지 않아도 되었댜 !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 “우리 농산물을소중히" ! • ‘‘시민과함께하는캠페인” 
7월 5일 학교 진로진학 페스티벌을 맞이하여 점심시간 ! 8월 17일 대전지역 유네스코학교들이 모여 그 동안 계 
에 급식실 앞에서 부원들과 함께 유기농 작물과 GMO작 | 획했던 캠페인 활동을 하였댜 커피숍에서 마시는 1 회용 
물의 장단점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컵을 이용해 화분을 만들어 나누어 드렸고 페이스 페인 

팅, 명합운동 등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대전 시민들 

이 환경 인권, 지역문화 등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던시간이었다 

• ‘‘견우직녀 축제!" ; • “대전의 역사를한눈에!" 
8월 10일~11 일 견우직녀 축제가 대전 남문광장에서 열 ! 5월20일 진로체험의 날을 맞아 대전역사박물관에 방문 
렸다 다른 학교와 단체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부스를 운 : 하였다. 대전도 소중한 유물이 많고 역사가 깊다는 사실 
영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충남고의 주도로 ! 을 알게 되었고 이 유물을 우리가 소중히 보존해 후세에 
함께 유네스코 부스를 만들게 되었댜 다문화 놀이체험, ; 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풍선 게임 등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유익한 시간 

을만들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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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소극적이었던 제 자신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 

으면 사람들도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말을 걸고 알려드리 니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서 제 자신의 또 다 

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 맡은 일이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끈기로 1 년을 지내보니 

주위에서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祐2.., lii~H,'-a, 1I-꿈, 1Io킥^바I는 n尤1언 1 I羽iBt-닷/kL? 

제가 먼저 변하니 주위도 변한 것 같습니다. 항상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불을 끄면서 반 아이들이 제가 끄기 전에 먼저 꺼 

주었고 수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항상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겪은 시행 

착오를 통해 사소한 일에도 화내지 않고 모든 일에도 열심히 하는 자세를 배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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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UE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충남고등학교(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1 ) 

홈 페 이 지 http:// www.chungnam.hs.kr 

지 도 교 사 홍성혁 선생님, 한대영 선생님 

학생구성원 정재호 송근종, 김용상, 김주환 박상훈 박지완, 이재욱, 황수빈, 태윤섭, 이태현 

박준, 이승현, 류정윤, 조상우, 유승균, 박창준, 황인태, 권우영, 송하민, 박상우, 김 

광희, 박정민, 이한용, 장지웅, 신민철, 김용진, 김정호, 강창민, 김성준, 박규민 

프로젝트선택이유 

저희 충남고등학교에서 5분 거리에 ‘갑천'이라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갑천은 우리나라의 4대강 중 

하냐인 금강과 접하는 천이며, 대전을 대표하는 강입니다. 하지만 생활하수, 오염물 등과 관리 소홀로 

현재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강을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다시 되살 

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환경이라는 주제에 더욱 관심율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인 고등학생이기에 학교 내에서의 문제점을 고민하던 증, 학교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학습 도움반 학생들인 장애우 친구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저희는 ‘환경’을 주제로 대전의 강 갑천'의 환경을 되살리고 시민의식에 변화를 주어 갑천이 다시 대 

전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강이 되는데 기여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대전 시내 및 학교 

주위의 불법 전단지를 쉽게 치울 수 있게하여 대전 시내와 학교 주변의 환경을 좀 더 깨끗이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인권’을 주제로는,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는 장애우 학생들의 인권에 주목하여 우리 

가 알지 못한 장애우 학생들의 불편함을 들어보고 도와주며 다른 학생들이 장애우 학생에 대해 가지 

는 편견과 선입견을 교정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일방적 동정심)에 변화를 주고자 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갑천을 다시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꾸자! 

• 내 눈앞의 쓰레기는 내가 줍자! 

• 장애우도우리의 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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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갑천 캠페인 & 정호녑t동 · 견우직녀축제 
'r.~ 환경과 관련된 피켓을 들고 다니며 갑천의 환경에 대해서 ! 대전의 지역 축제인 MBC ‘견우 직녀 축제’에 참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준비한 설문조 

사지로 갑천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 

습니댜 캠페인이 끝난후갑천 정화활동도했습니다,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갑천과 물의 소중함, 장애우 학생 

들의 인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 풍선 게임을 통 

해 어린아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단지 쓰레기통 공모전 \ ■ 문화시설 방문 & 정화 활동 
도시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광고지, 불법 전단지를 f 도심 속 문화, 편의 시설의 환경 보존을 위해 뿌리공원, 미 
줄이고자 설치가 간편하고 전단지 수거가 쉬운 쓰레기통 i 술관 등에 방문에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정화활동을 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i 왔습니댜 

• 대전캠페인 · 세시여 &세시선 

대전의 다른 학교들과 연합하여 은행동 시내에서 세계물 ; 세시여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서로의 프로젝트 

의 해와 게릴라 가드닝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환경 보 i 계획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 서명운동 페이스페인팅, 퀴즈, 일회용 컵 화분 만들기 ! 세시선에서는 일 년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고 그 경험 
와같은활동을하였습니다 ! 을바탕으로우리가직접 선언문을만들어 봤습니다, 

• 이태원방문 · 영화관람&독후감쓰기 

서울 이태원에 방문해서 다문화와 인권에 관한 피켓 운동 ! ‘더 스토닝’이라는 서아시아의 인권문제를 다룬 영화를 보 
을 하고 직접 외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 i 고 현재 세계의 각국에서 시행되는 태형에 대한 생각을 
댜 I 나누어 보고 감상문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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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동안 사람들에게 환경과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켜내자는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 많은 부원들이 노력했습니다. 이 

를 위해 환경에 관심이 많던 학생뿐 아니라 관심이 없던 학생까지도 환경과 갑천을 살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스스로 찾 

아보기도 하고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피하던 장애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 보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저와 우리 부원들이 공부라는 정해진 목표 외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서 

찾아낸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뜻 깊은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희는 사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해걸하기 위해 작게나마 노력하는 세계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祐L, (선%, 꾼E, 店 Io킥"1-1-1는 01t::i~111 ,~tH뎃따rft.? 

우리는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께서는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눈여겨보지 않고 그저 지나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들의 말을 들 

어주시고, 잠시나마 환경과 인권에 대해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사회의식에 변화를 주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 중 몇 분들만이라도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도 이런 활동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사회도 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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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Pigeon 

학교정보 학 교 명 대덕고등학교(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56번길 158(도룡동))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taedok.hs.kr/ 

이지영 선생님, 최영선 선생님 

배동주, 안예슬, 한유진, 황혜원, 김수민, 안선영, 노지호, 이소정, 문세라, 김용덕, 

박인용, 양희원, 이주영, 김태훈, 박지석, 김성훈, 엄민용, 임우영, 김윤성, 최인영, 

민준기, 김찬영, 송현호, 남정규, 송찬, 이영석, 김효주, 김나영, 정하늘, 류소나, 

김경민, 박승현, 김지명 

고로XiIE 서EHO ° _ -,_ 느 -, 1"TT 

학교에서도 갈수록 안보교육 및 평화교육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학생들도 인식이 많 

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 주변에서 학교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폭력을 막고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위 

해노력하고자합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 주변 학교들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녀불평등의 인식을 

없애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함께 어올리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도 서로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 01 세상에 전쟁이 없 
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인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변화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 

꿀고 지역주민들의 인식 또한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직은 우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지역사 

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들이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 

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다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나와 우리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평화와 인권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 

니댜 우선 평화와 관련된 주제로는 평화를 주제로 한 영화 감상한 후 토론하기,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인식변화 체험하기 등을 실천하고자 하며, 인권과 관련된 주제 

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UCC만들기, 주변에 있는 인권관련 단체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알 

아보기, 인권에 관한 교내 자체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하기 등을 실천하여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주 

변,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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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2013.4.26. ■ 2013.6.6.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원인, 결과 나무를 학교폭력을 주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 
제로 해서 만들었다 나뭇잎에 학교폭력이 생기는 원인과 i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알기 위해서 둔산 
결과를 적어보았댜 어떻게 적을지 동아리 팀원들과 머리 ! 동 일대(타임월드주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민 
를 맞대며 고민하면서 앞으로 1 년 동안 주제로 삼을 ‘인 ! 들에게 용기는 내어 다가가니 관심을 가져주시고, 100명 
권’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 이나 넘는 사람들께서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후 

■ 2013.8.17. 

대전의 증심지, 은행동에서 유네스코학교들끼리 하는 

‘지구를 위한 한걸음, GREEN TOGETHER'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게릴라가드닝, 피켓운동, 페이스페인팅 명 

함 서명운동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환경이라는 주제 

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던 것 같다 인간과 환경 모두가 더볼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한발자국 디딘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다, 

에 부원들과 함께 통계도 내어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았다 부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유네스코 부원들 모두 우리가 먼저 앞장서 

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고 입을 모아 다짐했댜 

■ 2013.8.29. 

학교친구들 모두 전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기절약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전기절약에 관한 우리의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약 100개를 교내에 곳곳에 붙이는 작업을 

했댜 스위치 위에는 ‘스위치 ON! 지구온난화 ON!' 호陸》卜 

실에는 ‘한번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어요,’라는 메시 

지를 붙임으로써 전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물을 사용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 2013.10.19. i ■ 2013.10.19.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 캠페인을 ;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평화캠페인을 실시하기 전 남문광 
실시하였댜 미사일에 있는 스티커를 한반도에 형형색색 ! 장, 갑천 주변을 돌아다니며 환경정화활동으로 주변 쓰 
으로 붙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고, 한반도 ; 레기 줍기 활동에 나섰다. 짧은 시간 생각보다 많은 쓰레 

의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이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 기들이 나와서 한편으론 놀라기도 했고, 쓰레기를 하나 
시민들께서 캠페인에 참여해주셨고, 한반도의 통일을 바 ! 버릴 때 주의해서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있었다. 훗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가 해결해야 하 . 

는 숙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r.~ 

1|VE IL건?t 스스t m江1뀌 1 I孔杜8f-앗vkL? 

유네스코 동아리의 동아리회장으로서 혼자서 34명의 아이들을 이꿀기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모두들 동아리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나 역시 형식적으로 동아리를 이꿀 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 

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해보았고, 고 후 부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작지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직속제 

도, 조별활동을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하니 이에 답하듯 부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더 활동할 것이 없냐며 

보채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민저 마음욜 열고 다가가는 법욜 배웠고, 고들욜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법욜 배 

웠습니댜 또한 우리 주위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미래를 책임질 우리가 꼭 풀어야 하는 숙제인 통일, 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원들과 토론하고,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걷다 보면 버려 

져 있는 쓰레기들 수도꼭지가 꽉 잠기지 않아 흐르고 있는 물줄기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겼 

듯 모든 것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포로젝트 

를 하지 않았더라면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일들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로 큰 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祐L, (成발 1I-꿈, 1lo킥I(1-1-1는 구尤;1-11 뗄Bf-앗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제일 먼저 동아리 부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아무것도 관심 없던 아이들이 인권과 평화 

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들 스스로 변화하려고 물을 쓰고 잔반을 남기지 않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 친구들도 유네스코 부원들이 학교에 붙인 스위치 바로 위에 있는 전기절약문구를 보면서 전기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작지만 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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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사는우리 

학교정보 학 교 명 개성고등학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137(당감동))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gaesung.hs.kr/ 

이은현 선생님, 이승오 선생님 

고경리, 김도균, 김주선, 구정희, 이송미, 양연경, 이민주, 정혜윤, 김근우, 박근렬, 

강태희, 윤서영, 김혜인, 류수민, 박상은, 강태호, 박근렬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개성고등학교는 2만7천평의 넓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와함께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기 

에 ‘에어컨 끄고 나가기’, ‘분리수거 하기’, ‘불 끄고 가기’, ‘수도꼭지 잠그기’ 등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 

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원이 낭비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한 개성고등학교 유네스코 학생회는 ‘환 

경’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큰 주제로 삼고 ‘자원절약'을 목표로 활동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한다, ‘기본적이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01 우리의 목표이다, 자원절약 스티커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이면지 연습장을 나눠춤으로써 그냥 버려지기 일쑤인 이면지가 연습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내 게릴라 가드닝으로 먹다남은 컵도 예쁜 화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알려주어서 다음 번에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한 변화이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모든 프로젝트는 우리 스스로 계획하며 실천한다, 

• 모든 부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한다, 

• 계획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겁게 참여한다, 

• 모든 구성원이 협동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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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도요물때새 체험, 우리의 문제틀 지역사회로! • 이면지 연습장 만들기, 버려지는 종이틀 
'r.~ 5월 12일 자원 부족’이라는 우리의 문제를 지역사회로 넓 ! 다시 교실로! 

혀 ‘도요물떼새 체험을 다녀왔댜 아름다운 생태계와 풍부 : 그냥 버려지는 이면지를 교무실마다 ‘이면지 통’을 배치했 
한 자원으로 매년 수많은 새들이 낙동강 하구로 날아왔었 ! 고, 모인 종이로 연습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지만 최근 오염으로 인해 그 개체수가 줄어버린 것을 직접 

관찰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 
• 에너지 절약 스티커 만들기 ! ■ 6월 6일 현충일, UN 묘지 참배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스티커를 학교 곳곳에 붙여 학생들 i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UN묘지에 참배를 하면서 순국선 
과 선생님들께 ‘에너지 절약'을 상기시켜주었다 : 열들에 대한 애도와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 일깨우는 계기 

가되었다 

7'lvt ll:킹?t t.t.l o,U:.~'HI l~l-H뎃vkL? 

세상의 변화, 우리 주변의 변호壇: 이루어내는 고밍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다 그전까지 ‘우리 학교의 자원낭 

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적은 없었다. 아마 우리 역시도 몇 번쯤 불을 

끄지 않고 하교 했을 것이고, 전원을 끄지 않고 나와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시킨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누 

구보다도 ‘자원 절약’이라는 단어를 n梧중 속 깊이 새기고 있게 되었다 작은 것부터 절약해 나가는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祐L, (심어4, 1I-강, 1lo킥41-1-1는 01i:;;,i111 빠바닷냐ft.?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의식 변화를 꾀했다, 의식변화를 위해 우리가 학교 곳곳에 붙인 스티커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스티커를 볼 때마다 ‘‘절약해야지” 하는 생각을 들게 했을 것 

이고,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면지 연습장을 모으고 또 배부하자 덩달아 쓰지않는 학교 유인 

물을 모으는 학생들이 생겨났고, 지역공동캠페인에 이어서 한 교내 게릴라 가드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을 키우는 기쁨 

을알게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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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만들기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금정고등학교(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길 60-14) 

홈 페 이 지 http://keumjeong.hs.kr 

지 도 교 사 최종구 선생님, 김은숙 선생님 

학생구성원 이주현 이민준, 엄영민, 김탄호 임태곤, 이기수, 김석진, 김주호, 윤태규 

그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최근 북한과의 갈등으로 평화에 대한 위험 인식, 보스톤 폭파사건, 학교폭력, 왕따, 학생자살 등 세계 

적 현상으로서의 폭력 및 전쟁, 학교에서의 폭력문화에 대한 원인고찰 필요. 일단 세계적인 폭력 및 

전쟁에 대한 원인 인식을 시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에 대한 고찰 및 폭력성을 없애기 위한 

방법연구및활동, 

우리가만톨고자한변화 

가. 학교 내에서 고운말 쓰기 

냐 남에 대한 배려심 키우기 

다 왕따 학생 없애는 활동 - 상담 캠페인 

랴 학교폭력 없애기 - 문제학생 조사 및 상담, 계도 

먀 세상의 평화저해요소 인식 및 해결책 모색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마음속에서 폭력성 없애기 - 고운말쓰기, 항상 타인배려, 똘레랑스하기, 솔선수범하기 

• 주변의 폭력성 없애기 - 주변의 폭력상황 인식, 문제해결 위한 토론 - 왕따, 문제학생의 폭력행위, 

학교의 폭력문화 해결 위한 토론 및 실천 

• 평화관련 책자, 동영상, 강연 접하기 - 거시적, 미시적 평화추구를 위한 지적 인식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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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r.~ 
• 현충일 유엔국립공원 참배 
너무 덥고 많은 인원이 모여 정신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도 기념식에 참여하여 호국선열의 뜻과 타지에서 들아 

가신 유엔군의 뜻을 기리며, 평화로운 국가, 세계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첫모임-프로젝트 정하고 활동계획 세우기 
1,2학년 서로 소개하기 

프로젝트명을 평화 만들기로 함. 

지도교사의 부드러운 리더십덕택에 정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올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 
• 평화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 · 해양대해양체험활동 

평화 만들기 마인드 맵 만들고 발표하기 ; 한나라호 승선하여 세계를 뻗어가는 우리 해양기술에 대 

신문 읽고 평화와 관계되는 내용 발표하고 의견나누기― ! 해 뿌듯함을 느낌, 
전쟁과 갈등과 빈곤에 대한 많은 이야기 속에서 걱정이 앞 ; 래포팅, 레저카누, 바나바보트, 다이빙을 통해 유네스코 

섰고, 보다 나은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도자를 잘 뽑아야 ! 학생으로서의 혜택에 대해 감사했고, 즐거웠댜 
겠다 : 

......... 
• 지구를 위한 한 걸음(Green Together)캠페인 \ ■ 평화만들기 프로젝트 

부산 남포동 차 없는 거리에서 재활용 화분 나눠주기, | －마음의평호壇}위하여:스마트폰에법륜의희망편지깔기 
물 관련 앙케이트, 물 정화체험, 물놀이 환경 수칙 등을 f - 좋은 트위터 소개하기: SNS 서포터즈, 매일매일 삶에 

홍보함 너무 더워 모두 힘들어 함, : 희망을 주고 평화를 주는 명언 보내즘 
• - 좋은 명언 소개하고 서로 자기의 경험담 나눔 

• 평화만들기 프로젝트 ! • 평화 만들기 프로젝트 캠페인 
자기 이름으로 3행시 쓰기, 가훈, 좌우명 만들기, : 유인물 - 평화 만들기를 위한 나의 다짐 
묘비명 만들기 ; 명언 유인물, 명언퀴즈 

위 활동을 한 다음 자신의 것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는 ; 평화 만들기와 명언퀴즈를 통해 참여 학생들과 삶과 평화 

데, 선생님의 예리한 질문과 지적, 다양한 인생경험을 듣 ! 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를 이꿀어 
는 좋은 기회였음. ! 주신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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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는 클럽활동이 아니어서 방과후에 가끔씩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도교사의 생각을 받들어, 을해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주로 하고자 했다. 선생님이 다양한 경험이 많고, 우리를 잘 이꿀어 주어 평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댜 평화에 관한 팝송 찾아 부르기, 평화에 관한 책 읽기, 신문기사 찾아 토론하기,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국가경쟁, 

강대국의 횡포, 북한의 가난과 호전성, 우리나라의 부족한 민주주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입시경쟁 등 우리 삶과 관계 있 

는 다양한 문제를 찾고, 토론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나 자신을 키워 이 사회의 지도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자 

주 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좀 더 착실하게 행동하게 되었다, 

祐2.., I\씬%, 1I-꿈, 1|o킥샤1-1는 n尤1언 I I杓iB뎃다kL? 

법륜스님의 희망편지와 명언을 자주 접하다 보니, 현재 처지에서 부족한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모임에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역지사지, 남에게 너그럽게, 나에게 

는 엄격하게, win-win, 공짜는 없다, 등이어서, 이런 말을 항상 명심하고 생활하다 보니, 가정에선 학급에서 좀 더 성실하 

게 되고, 남을 원망하기 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났고, 모든 관계가 더 좋아졌다. 집에 가게 되면, 현관의 신발을 먼 

저 정리하고, 부모님께 상냥한 말씨로 인사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옛날보다 훨씬 기뻐하시고, 나를 더 사랑해주시고, 신뢰 

해주시는것같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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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학교정보 학 교 명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부산광역시 중구 샘길 14 (대청동 1 가))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psnamsung.hs.kr/ 

권부연선생님 

윤지우, 고다은, 신민영, 이지연, 김예솔, 전민서, 황연화, 김은기, 홍정원, 박슬기, 

이윤주, 김나영, 박정민, 이소현, 이은지, 김성은, 김세정, 장신영, 정아란, 조서진, 

이정은, 김민지, 이현주, 황주현, 오수현, 정현진, 최진영, 박지현, 신나라, 김진서, 

허정은, 김성아, 이예지, 박세영, 이지윤, 조효정, 박지은 

프로젝트선택이유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를 기초로 시작한 2013 Heal the world, make it better a 

place는 주변 친구들 주민들, 멀리는 자매학교를 맺은 몽골의 45학교 학생들과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자 하는 것이다, 몽골의 자매학교에 환경을 소중함을 알리고, 자신의 가진 재 

능을 나누어 가짐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중구청 주민 및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인근의 어려운 소 

외계층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고, 작은 힘이지만 위안부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고자 엽서를 적어서 세 

계인권위원회에 보내고자 한댜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편견 없는 세상 모두가 사랑으로 신뢰하고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모든 것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 

을 배우고 익혀 몸으로 실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변화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조금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활동이(독도사랑, 위안부 할머니 돕 

기, 몽골자매학교 방문, 현충일 맞이하여 유엔평화공원 참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등) 일회성 홍보 캠페인이 아닌 우리 학생 모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 및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 다문화: 다문화 교육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사랑의 쌀“ 모금 행사 시 초대되는 인 

근의 다문화 가정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세계화 및 인권: 몽골 학교 방문을 통한 문화 교류와 체험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작년에 실시한 독도 플래시몹, 위안부 할머니 돕기 등을 여러 가지 형 

태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댜 

• 평화: ‘‘세계는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01 땅에 축복과 평화와 서로의 사랑이 충만 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 왕따 없는 학교’’ 캠페인을 실시한다 

• 환경: 지속 가능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생회, 인터렉터부의 도움을 받아 환경 보호에 한 층 

더힘쓸것이다 

• 부산, 울산, 경남 유네스코 유엔평화 : • 지구촌 환경 캠페인, "Green Together"(B월 11 일) 
공원 참배 행사(6월 6일) : 울산 부산지역 ASPnet 소속 학교들과 연합하여 남포동 

현충일을 맞이하여 부산 유네스코 학생회를 중심으 i 차없는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지와 같은 시각적 
로 인권, 평화, 사랑을 실천하여 한국 전쟁에 참여한 많 !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구촌 환 
은 유엔국가의 병사들의 희생에 감사함을 표하며 모든 ! 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관심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을 
인류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우리 또한 세계 i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는 값진 
의 평화와 세계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존중할 것을 다 ! 시간을 보냈다, 
짐하는계기가되었다 . 
.................................................................................................. 

• 몽골 자매학교 방문 문화 체험 및 교류 ; • 환경관련 —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첫걸음: 
(7월 20일~7월 25일) ! 사막에초원을입히다 

몽골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i 푸르게, 푸르게, 우리강산뿐만 아니라 사막과 초원의 나 
가고 싶은 학교로 선망의 대상이 되며 최근에 들어 학 ; 라 몽골에서도 푸른 녹음이 가득하도록 나무를 심고 물을 

력이 신장되어 승승장구 하고있음 이번에도 우리 남성 | 주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조금 도움을 주고 왔다. 
여고에서는 장학금과 농구공, 많은 학용품을 전달하며 . 

두 학교간의 우정을 돈독하게 했다, 

•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자매학교에 전달 : • 중구청 관내 주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여고 학생회와 유네스코부에서 함께 마련한 선물을 ! 토요 재능기부 활동(3월 30일~11 월 9일) 
몽골 제45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 매달 둘째 토요일 중구청주변의 주민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합쳐 나르고 있댜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따뜻 ! 대상으로 읽기, 쓰기, 수학,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및 간단 
한 마음도 함께 전달되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었다. I 한 일상회화를 가르치는 재능기부를 실시하였댜 

......................................................................................................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요 잔반 없는 날을 통한 ! • 위안부 피해자의 조속한 명예인권회복을 위해 
지구환경 보호활동(7월 11 일, 12월 12일) I UN탄원엽서 보내기 운동(10월 29일) 

유네스코부와 전교 학생회가 연합하여 매주 수요일에는 ; 어린 소녀와 여성의 인권을 치유하고 명예 인권회복을 

잔반 없는 날을 실시하고 학기 별 전혀 잔반을 제출하지 ! 위해 유엔에서 특별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엽 
않은 학생 및 학반을 선발하여 시상을 함 초대형의 쓰레 ! 서 보내기를 실시하여 미래세대가 인권과 평화가 살아 숨 
기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환경 ! 쉬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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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화하고 있는 독도 플래시몹(9.28) 

작년 부산시 대상을 수상한 남성여고 플래시몹 독도댄 

스가 을해는 사직운동장 입구에서 부산시민들과 직장인 

· 사랑의쌀나누기 -사랑을온누리에 

을해는 전교학생회, 인터렉터부와 함께 -

주변의 이웃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해마 
'r.~ 

듈 대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커다란 행사를 열었다 국제 ! 다 9월에 모금활동을 실시하여 12월 크리스마스를 즈음 
신문에 크게 기사화되어 다시 남성여고의 힘과 독도 사 ! 하여 인근의 주민들과 몽골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랑의 마음을 실천하였다. 쌀을 나누어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올해는 9월 모금실시, 

12월 17일 쌀을 나누어 주는행사진행, 

-- "' 
·- · 

' -- . 

겨 , 、:

1|VE IL컫?t 스스L m江1뀌 1 I孔i8f-앗vkL? 

주변 이웃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지 못했던 우리가 지구촌 환경 캠페인, 몽골 자매학교 방 

문 - 사막화 방지, 독도 플래시몹, 위안부 탄원 엽서 보내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구촌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댜 막연히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알게 되어 행동으로 옮기면서 작은 힘과 마음이 모여 

큰 그릇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뿌듯함과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책임감, 상대에 대한 배려심,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명감도 느껄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祐Z., Ii~어서발 11--꿈, 1lo킥I(1-1-1는 01tt.i111 뗄Bf-앗다~? 

유네스코 학생만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Green Together" 환경 캠페인은 평소 환경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내용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즘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공감대와 지지 

를 얻은 것 같댜 우리가 준비한 천연세제 및 환경 보호 물건들을 나누어 주면서 가정, 직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환경을 

보살피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자신의 작은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구체적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지구 환경 보호"라는 거창한 목표아래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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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갈비(한마음인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학교정보 학 교 명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부산국제고등학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05-70 백양관문로) 

http://gukje.hs.kr 

박대종 선생님, 장인권 선생님 

김다은, 조우현, 노현송, 김태연, 김지영, 김지현, 서혜리, 양세실리아, 이유진, 

최주영, 황소현 노지윤, 박미윤, 백진설, 오효정, 원경연, 유수정, 이지혜, 장준혁, 

최성은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따돌림, 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발생을 예방하는 호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음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이 빈틈 

없이 존증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이나 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에게 관심의 눈길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학생으로서 져야 할 책임과 학교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어린이 노동자나, 세계 각국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봄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안목을 길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인권'이라는 주제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리고, 인권문제(학교 폭력, 

각종 차별 대우, 소외 집단 발생 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좀 더 가까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으로써 서로에게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국제고는 세계로 나아가 각종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 대한민국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의 인권문제(개발도상국의 빈곤, 선진 

국의 횡포, 인종 차별 성차별 할레 등)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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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부산 국제고 교실과 화장실 등의 벽에 인권 포스터를 만들어 붙임으로써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가 

까이 접하고 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포동, 서면 등의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 NGO동아리 및 레인보우 프로젝트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증 

고등학생들의 공감을 이꿀어냈습니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후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활동내용 

• 동아리 및 레인보우 프로젝트 홍보 동영상 제작 및 \ ■ 인권, 경제정의 관련 포스터 제작 및 게시 
게시(교내, SNS)(2월 26일) : （교내, 교외, SNS)(3월 27일부터 약 1 달간) 

NGO동아리의 활동 내용과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대한 \ Rainbow 프로젝트의 일부로, 7가지 주제 증 인권과 
홍보 영상을 쉽고 재미있게 제작하여, 부산국제고 전교생 ! 경제정의를 주제로 선정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을 대상으로 상영했으며, 추후 SNS를 통하여 유포하여 f 각자 다른 내용으로 부원 21 명이 전원 참여하여 포스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네스코 동아리의 역할에 대해서 ! 를 만들어 홍보함으로서 시민 의식 개선과 각성을 위해 
동아리 부원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 노력하였습니다. 교내, 교외 등 다양한 장소에 코팅하여 

리였습니다 [ 부착하였으며, 특히 페이스북 등의 SNS 사이트를 이용 

■ 2013 유네스코 Rainbow 프로젝트 — 
원인과 결과 나무 만들기 (4월 24일) 

유네스코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에 공모하 

기 위하여 미리 선정해놓은 주제인 인권에 대한 '원인과 

결과 나무’ (마인드 맵 형식)를 제작하였습니다, 

BIH5 NG 동아리 
(No~overnmentaf Organization) 

호 보 여 
。 。 人,..

。

하여 유포함으로서 효과가 더욱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도 

록활동하였습니다, 

• 현충일 UN기념공원 참배 행사 참여(6월 6일) 
유네스코 협동 학교들과 함께 현충일 UN기념공원 참 

배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담당선생님과 함께 참석하여 

묵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긴 

후 SNS에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충일에 대하여 생 

! 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등은둥 웅 •1•! 닌우 사십 언가요? 

111 vs~표, 
10O원 

릅 Ud 土• 

·필 :L'"“'•, 소"＇ -지며·' ．, •. 
'-·',．-니 ·", .” 'l 4 막인 입 서＊ 지 • ,_ -,．고야 L ? ,, 

' .... .-｀누 ••• "• • I" 
디 소 ','t;` ’'"2~~다니~- •ti~\'"•;,•ie, 글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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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VE lL런1t t.t.l o,U:.~111 l~tH뎃1,,rfi..?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동아리 NGO를 통해 세계청소년 시민이 되던 3월부터, 더위도 멈출 수 없었던 남포동 거리에서의 

물 절약을 위한 보랏빛 행진, 학교에서 펼쳤던 다양한 레인보우 프로젝트, NGO의 다양한 캠페인은 제 2013년의 큰 주 

제였습니다 포로젝트 전의 저는 막연하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이 세상의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나'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과 의지를 지닌 친구들이 모이고, 세계 청소년 시민이 되며 나 하나, 나 먼저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댜 큰 물결로 이어지게 하는 작은 시발점, 누군가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의 파장을 넓혀 

가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던, 좀 더 인권이 존중받는, 좀 더 가난한 이의 눈물이 줄어드는, 그렇게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 

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 여성인권, 아동강제 노동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한 벽보 붙이기, 퀴즈나 설문 조사 등 할 수 있는 가 

장 작은 일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저희가 먼저 알고,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자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도 함께 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나아가서는 나이도, 성별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을 바꾸기 위한 작은 일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며 준비하고, 찾아보는 동안 제 자신이 더 세계의 다양한 일 

에, 변화가 필요한 곳에 기민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제 자신의 의식 또한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넘어서서, 친구들, 선생님, 외국인에게까지 이 운동의 파장을 확장시키며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祐L, (선묘, 1I-꿈, 1lo킥^바I는 01U:~1-11 1~½.1-11--r~따~? 

저희가 1 년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위 사람들 및 사회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1 학기 시작할 때부터 인권과 경제정의에 관련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화장실 벽에 붙여놓았는데, 이 덕분에 친구들의 인식 

이 많이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식이 변화되자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대화주제의 변화입니다.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NGO의 포스터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학 

교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또, 남포동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 

가는 소극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문구가 적힌 부채를 나눠주고 직접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천연세제를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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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지역고유문. 

DUNCWHO! 
(Designated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as World Heritage 

Olleh! 부산 유엔기념공원 UNESCO 세계문화유산 만들기) 

학교정보 학 교 명 부산외국어고등학교(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44) 

홈 페 이 지 http://www.pfl.hs.kr 

지도교사 강동욱선생님,이유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영훈, 박소영, 백승철, 권성진, 권수현, 박가은, 이신애, 공민진, 박수진, 남태욱, 

민현하, 정혜인, 최수원, 강민주, 김가영, 정준영, 옥경재, 정지훈, 허동희, 배준호, 

배현준, 김경민, 이혜원, 강조원, 이해준, 이주명, 오기승, 박지원, 이혜인, 송승비, 

이지한 박성웅, 최재원, 손정민, 이혜원, 김민영, 박세희, 옥예린, 정예원, 김규리, 

정혜수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유네스코 지정문화재가 1 점도 없는 상황에서 UN의 이름으로 초1초로 

참전한 한국전쟁 중 사망한 UN군의 유해를 봉안한 유엔기념공원의 교육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홍보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또한 세계 물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 유네스코 학교들과 연계하여 물과 관련된 연합 캠페인과 교내 캠 

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유네스코 

동아리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경험들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파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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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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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생각나무그리기(4월 17일) i ■ UN기념공원 참배(6월 6일) 

동아리 시간을 이용하여 올해의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 I 현충일에 세계유일의 UN군 묘지인 UN기념공원을 참배 
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생각나무 만들 ! 하는 행사를 경남, 부산 지역 학생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 이 행사를 통해 전쟁의 무서움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자신의 생각들을 생각나무에 붙여 나갔습니다, ;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UN기념공원의 존 

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UN기념공원 참배 

행사는 제685호 유네스코 뉴스에 실렸습니다, 
............... 

• 물 절약 교내캠페인(7월 12일) i • 해양스포츠 체험(7월 6일) 

세계 물의 해를 맞아 교내에서 물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 ; 부산지역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해양스포 

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패널과 교내 재학생들이 참여하 ! 츠 체험을 하였습니댜 바냐나보트, 카약, 모터보트 등을 
는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일회용 컵 ; 체험하면서 부산 지역의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동 

사용을 줄이고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 아리 학생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머그컵을 도안하여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i 다른 학교 유네스동아리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도 가질 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있었습니댜 

• “지구를 위한 한걸음 Green Together" 연합캠페인(8월 11 일) 

울산, 경남 지역 유네스코학교 소속 학생들이 함께하는 물 절약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외고에서는 PET병으로 

만든 정수기를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더운 날씨 중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주어서 감사했고 학생들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성실하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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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IUE IL런7t 스스L m尤1언 1 I杓i님뎃vkt? 

프로젝트 전에는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프로젝트 후 세계의 평화, 환경, 교육, 문화 등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세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祐2., ＾씬묘, 1I-강, Tlo꺽샤1-1는 m江1언 I 빠뱌앗c.,kL? 

영향을 크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희가 하는 활동을 궁금해 하셨고, 부 

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거리에서 물 절약 캠페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평소 소홀하게 생각했던 물 소비에 더욱 

신경을쓰게되었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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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랑선생님 

오소정, 이준호, 오성빈, 정주익, 전혜선, 박선홍, 이지현, 박혜빈, 정나영, 방예지, 

이지현, 김재현, 손지훈, 이지연, 이재용, 강준모, 성명훈, 박성욱, 김해인, 이영화, 

문수영, 박한용, 김찬진 

프로젝트선택이유 

학교는 학생인 우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그런 학교에서 우리가 친구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상대가 바로 교사이다. 최근 교사 인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학교 또한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교사와 학생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그렇게 되면 수업 분위기 또한 나빠 

져 결과적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와 학생 간의 사이를 완화하여 교권 회복을 도모하고, 향상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변화를 만톨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교권 침해의 사례 찾아보고 심각성 깨닫기 

• 역지사지의 자세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 교권 추락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토론하기 

•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하기 

• 설문조사 결과와 교권 침해 사례들 교내에 게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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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교권 침해 관련 뉴스 기사들이나 다큐멘터리를 함께 찾아 ! 교권 추락을 주제로 원인과 결과 나무를 만들어 보았습 
보고 요즘 교권 침해가 얼마냐 심각한지, 그리고 그 결과 : 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또한 본인의 경험담과 
는 어떠한지에 대해 다함께 토론해 보았습니댜 : 의견들을 얘기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나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교생과 전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작한 교권 침해에 : 설문조사 결과와 교권침해 사례들을 교내에 게시했습니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 다. 같은 질문에도 교사와 학생들의 답변이 정반대인 경 
이니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 ! 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반대인 생각들을 서로가 일 수 있 
다. l 는계기가되었습니다 

자’UE IL린7t 스스L mi:,;.1어 1 I杓i님뎃vkt? 

권회복프로 
문조사-

이번 경험을 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느꼈지만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祐2.., lii~H,~, 1I-꿈, Tlo꺽샤1-1는 01U:~'111 IPJ버뎃 .... kL? 

1 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것으로는 교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었거나 학생과 교사 간의 사이가 나 

아졌다는 것은 못 느끼겠지만,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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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랑으로 잔반은 줄이고, 폐건전지는 모으고 

학교정보 학 교 명 광양고등학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가길 31 ) 

홈 페 이 지 http://www.gwangyang.hs.kr 

지 도 교 사 김부옥 선생님, 전보현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경민, 방시은, 손예진, 김수민, 김준형, 강지수, 고병선, 김나혜, 김동우, 김정활, 

김지운, 전유민, 주세환, 최진희, 황은지, 김정수, 김남표, 임종우, 조윤진, 한지혜, 

김태준, 박다예, 박현수, 서민주, 송호성, 심건보, 은아영, 이동규, 이일점, 장건호, 

고은영, 문지현, 김하영, 장유선, 김나연, 정선민, 정지은, 전영선, 하지현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월별 프로젝트 사업을 바탕으로 

• 6월 프로젝트는 폐건전지 모으기 사업으로 가정/학교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건전지를 모아 

광진구청 청소과의 협조아래 자원 재활용에 힘썼다. 

• 8월 포로젝트는 에너지 절약 체험수기 공모 등을 통해 주변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법들을 

주변 학생들에게도 알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줬다 . 

• 9월 프로젝트는 폐의약품 모으기 사업으로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 보존과 함께 가정내 의약품사고를 줄이는데 힘썼다. 

• 10월 프로젝트는 교내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적절한 배식을 통해 버려지는 

잔반을 줄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힘썼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폐건전지 모으기 실천약속: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 

• 폐의약품 모으기 실천약속: 폐의약품 수거로 환경오염을 예방해요!! 

• 잔반 줄이기 실천약속: 잔반 줄이GO, 건강 을리GO, 환경 살리GO 

• 에너지 절약 체험수기 공모: 에너지 절약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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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교내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활동 전개 i • 교내 페건전지 모으기 전개 
본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과 청소년적십자(RCY) 학 ; 본교 1,2,3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한 6월 프로젝트 사업 
생들이 하나가 되어, 10월 프로젝트 사업으로 교내 학생 | 으로 폐건전지 모으기를 진행해 가정/학교에서 사용하 
식당에서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하였으며, 필요한 ! 고 버려지는 폐건전지 등을 모아 자원 재활용하는데 힘썼 
피켓을 직접 제작해 10월 한달 동안 점심시간마다 학생 | 댜 또한 광진구청 청소과 협조아래 폐건전지 약 70Kg을 
식당 출입구 , 배식 앞, 잔반처리동 앞 등에서 피켓을 들고 l 모았으며, 폐휴대폰 및 베터리 등도 함께 모아 재활용하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댜 圭 였다 

• 교내 폐의약품 모으기 전개 ; • 교내 에너지 절약 체험수기 공모 전개 

본교 1,2,3학년 학급대상으로 한 9월 프로젝트 사업으로 : 본교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8월 프로젝트 사업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유통기간이 넘었거냐 현재 사용하고 圭 에너지 절약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원전비리 등 
있지 않은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 으로 전력난이 예상된 가운데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에 
있었으며, 의약품 사고도 예방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 ! 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수기를 공 
다. 의약품 약 100Kg정도는 광진구청 보건의료과의 지 圭 모하여 좋은 작품 등을 전시하여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도아래 안전하게 수거하여 광진구청관할 소각장에서 안 ! 에 힘썼댜 
전하게 의약품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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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이고 다양성 있게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 나 자신이 뿌듯하다, 

•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 봄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재활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 

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했는데, 아쉬웠다, 

祐L, ＠守i, 1 卜꿈, 1lo킥41-1-1는 ml::t;언 I 빠뱌앗며?? 

• 조금이라도 더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경각심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건전지, 폐의약품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처음에는 선생님의 주도로 포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차츰 포로젝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포로젝트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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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프로젝트 ‘온새미로' 

학교정보 학 교 명 등촌고등학교(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꿈나무길 41 (691-2)) 

홈 페 이 지 www.dch.hs.kr 

지도교사 권유미선생님 

학생구성원 이혜인, 이주희, 강현정, 신여경, 오한나, 한대립 류하늘 양현민, 김예진, 염선제 

이정환 김수민, 백유진, 유지현 

프로젝트선택이유 

환경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우리에게 가까운만큼 환경에 관한 문제 

들도 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사람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고 않고 있습니다. 

저희 등촌고등학교에서는 복도와 교실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 

간마다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데,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부족해서인지 학교 

의 복도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뒤엉켜있는 쓰레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학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생각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들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나 음식물쓰 

레기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과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정작 생활 속에 

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출된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들은 환경오염이 

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낭비라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 토종식물에 대한 인식 부족을 환경문제로 꼽 

았습니다. 길거리나 학교 안에 있는 식물들은 종종 식물 이름이 적힌 폿말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사람들은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토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보다 

외래종을 더 선호하기도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새미로'라는 이름으로 일 년 동안 환경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작게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 자원낭비 줄이기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포로젝트를 시작하 

였습니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학교 내의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환경 문 

제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크고 작은 행동 

들을 실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의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사람들이 환경을 사랑 

하는 마음을 품고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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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다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한 것이다.’ 

저희가 항상 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큰 프로젝트는 아니어도 단 한 명이 저희의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된다면 저희의 포로젝트는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며 작은 포로젝트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변 

화될 단 한 사람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서로 도와가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해나갔고, 프로젝트가 도중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큰 성공이 아닌 작은 변화를 위해 활동을 진행해나 

갔습니다 

• 자연미가 느껴지는 압화 카드 만들기 ! • 환경부 ‘포나’와 함께한 퇴비 만들기 교육(0월 0일)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가 처음 계획한 활동은 압화 카드 만 ! 저희 듀네스코는 등촌고등학교의 환경부와 함께 퇴비만 
둘기였습니다 직접 학교와 집 주변에서 꽃들을 채취하였 ! 들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환경의 소중함과 더볼어 게릴라 
고, 오랜 기간에 걸쳐 꽃들을 말린 후 미리 만들어놓은 카 ! 가드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댜 무엇보다 
드에 압호遷 붙였습니다 버려진 꽃들이 활용되어 예쁜 카 i 도 식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과 퇴비를 
드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신기 ! 만드는 법을 배웠고, 실제로 커피를 이용하여 만든 퇴비를 
해하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기 계획은 카드를 만든 ; 받아보았습니다. 고리하여 여름방학에 있었던 공동행동 

뒤 학교 학생들에게 팔아 기부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증 | 캠페인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게릴라가드닝에 대해 잘 
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이때 만들어진 압화 카드는 복지관 ! 알게 되었고, 식물 기르기에 관하여 평소에 잘 몰랐던 내 
에서 실시된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에 사용되었습니다 | 용들을 알게 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실시한 환경교육 i ■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한 서을·강원지역 공동행동 
‘나무와친구되기’ i 캠페인 ‘Green Together'(8월 18일) 

여름방학 미래를 주도할 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 한창 더웠던 여름날 여의도 한강 부근에서 시민들을 대상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있 ! 으로 공동행동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등촌고등학 
는 복지관에서 나무와 관련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 중 교는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월촌중학교, 신남중학교와 함 
댜 복지관 근처에 있는 나무를 하L幽 골라서 각 아이들 圭 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댜 
에게 나무 친구를 만들어 준 후 친구가 된 나무와 사진을 ! 부채라는 아이템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 여름철 전기 
찍어주었습니다 고 다음 1 학기 내내 저희가정성 들여 ! 절약수칙을알리고,을해여름전기절약을위해지킬수칙 
만들었던 압화 카드에 그 나무를 그리게 하고 나무의 이 f 한가지를 부채에 적게 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 
름 나무와 하고 싶은 일, 나무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적 ! 약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왔습니댜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게 하여 어린이들이 나무에 더욱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캠페인이었습 

도와주었습니댜 또한 플라스틱 통에 흙을 담고 나무젓가 ! 니댜 이 밖에도 나만의 더위 극복방법 공유하기를 통해 에 
락을 꽂았을 때와 안 꽂았을 때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 중 어컨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리어 에너 
어지는지 직접 보게 하여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무가 | 지 절약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고, 에너지를 절약하겠 
없으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지를 간단한 시뮬 ! 다는 시민들의 약속으로 완성되는 에너지 나무 등의 활동 
레이션을 통해 알게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 i 을 동해 시민들이 한 번 더 에너지를 절약하겠다고 자기 자 
이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나무가 우 ! 신과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부스를 운영 
리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 하고, 다른 학교들이 운영하는 부스에 참여하며 평소 낭비 

• 했던 에너지에 대해 반성해보는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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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촌고등학교 잔반 줄이기 캠페인 ‘내 양에 \ ■ 잔반 줄이기 캠페인 후기이벤트 
꼭~ 맞게’(10월 21 일~25일) ; 잔반 줄이기 캠페인의 후속 프로젝트로, 캠페인을 통해 학 

듀네스코와 등촌고 급식실이 함께한 잔반 줄이기 캠페인. ; 생들이 느낀 바를 알아보고자 하여 진행된 이벤트입니다. 
급식을 깨끗하게 먹은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주면 고 사람 ; ‘음식물’과 ‘줄이자’로 삼행시를 짓는 항목과, 캠페인에 관 
은 각 반에 있는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붙여 모아 가장 많 | 련된 에피소드나 느낀 점을 적는 200자 글쓰기 항목으로 
이 모은 반에게 상품을 수여하였습니다 학년별 성별로 l 나누어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벤트에 쉽게 접근할 
나누어 5개 학급씩 대항하고, 6개 학급에 상품을 수여하 | 수있도록했습니다 
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 |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었고, 저희 듀네스코의 
하였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리 圭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집계해본 결과 평소보다 잔반 줄이 !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댜 학생들이 보내준 삼 
기 캠페인을 실시한 주간의 잔반 양이 조금 더 적었습니 ! 행시들과 후기, 그리고 건의사항들은 저희에게 좋은 지침 
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며 한 주 더 하자 ! 서가 되었고 일 년 동안 진행해온 환경에 관련된 프로젝트 
는 말씀을 하셨고, 학생회에 건의해 학교의 지원을 받으 

며 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굉장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 

이 평소보다 환경을 더 생각하며 급식을 먹은 것으로 보여 

져 매우 뿌듯했고, 저희 스스로 더욱더 발전하는 듀네스코 

가 되어야겠다는 D梧중가짐을 갖게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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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동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모범 

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일욜 할 때마다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괜히 주변의 식물들을 

한번 더 보게 되었고, 여름이나 겨울에 불필요한 냉난방기 가동을 줄이기 위해 조절하였고,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할 때도 

솔선수범해서 급식을 깨끗01 먹는 등 먼저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따라 하나 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댜 

또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떠나서 모든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합 

치니 일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덕분 

에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의견의 타협점을 찾아내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초반에 참여도가 낮았던 친구들도 모두가 협동하는 모습에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을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올리며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祐L, (삼^％, 1I-꿈, "'''킥~1-1-1는 01tt~111 ,~½.님뎃따rft.? 

저희 부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난 만큼 주변 사람들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가 압화를 만드는 것을 본 친구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들꽃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고 했고, 예쁜 들꽃을 발견하 

면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게 된 친구도 있습니다, 또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할 때 동아리의 부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식 

판을 깨끗이 비우자 다른 학생들도 덩달아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였으며,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저희들을 보 

고 필요하지 않은 전등 끄기와 이면지 사용 등의 친환경적인 행동들을 따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먼저 변화를 보이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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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만들기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상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룡로 553 민정학원) 

홈 페 이 지 http://www.sangmyung.hs.kr 

지 도 교 사 김현모 선생님, 변도열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정수, 남윤경 이유진, 0| 정문, 박혜린, 김화경, 서재민, 유소진, 윤성준, 윤은혜 

프로젝트선택이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심경제, 돈을 재분배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해 보면서, 교내에서는 

교복 또는 문구용품의 공동구매로 학생의 가계경제에 이익 환원, 우리 지역의 복지 문제나 지역경제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댜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학생으로서 돈을 평화로운 미래에 쓸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국제적 평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댜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여 학생 

들에게 협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나만 있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남을 이해하자. 

•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더 강하다, 

• 도약하기 위해선 준비기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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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 ■ 경제의 기본에 대한학습 
2013년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 우리 주변의 돈의 흐름 즉 좁은 의미에서의 지역경제를 

2011 년과 2012년 두 해의 레인보우 프로젝트 보고서 : 알아보기 위해 우선 회원끼리 경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를 모든 조원이 검토하고, 특색 있는 학교들에 대한 벤치 : 조사 발표시간을 가졌다. 경제는 정말 어려운 것인 것 같 

마킹을 시도했다. 각 조원이 자신이 조사한 학교들의 프 ; 은데, 시장경제는 뭐고 사회적 경제는 뭔지 알쏭달쏭~^＾ 

로젝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변의 경제생활에 대한 : 

주제로 좁히는 결과를 보았다, 

• 사회적경제의 대표주자, 협동조합 견학 
서울의 학교 내에 설립된 협동조합 매점 1 호 영림중학교 여울점에 가보았다, 이사장님을 만나 설립과정과 운영방법 

등을 듣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수익을 지역사회에 배분하는 기능 또한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새로 차린 

매점이라 그런지 산뜻하고 예뻐 보였다, 우리도 이런걸 할 수 있을까? 

'1'1vt lli런1t t.t.l 01tt~111 I~社距겼vkt? 

얼떨떨한 기분으로 유네스코 활동을 시작한지 거의 1 년이 되가는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선생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 

는 것만 하였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익숙해지고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모습에서 적극 

적인 면으로 변화게 된 것 같다 

祐2.., lii~~'ii, 11-꿈, 1lo킥" 1-1-1는 01tt~111 ,~½.님뎃따rft.? 

우리의 변화는 아직은 미미한 단계이지만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꿀어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곧 생겨날 변화들을 

기대하고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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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및 서리폴 공원 일대의 생태 환경 조사 및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서울고등학교(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7)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 ://www.seoul. hs. kr 

조경희 선생님, 박현주 선생님, 최학림 선생님 

0|종민, 한지균, 이연준, 김태연, 0|우현 윤현준, 서영찬, 홍민기, 이종호 김범찬, 

정건우, 박재윤, 박준형, 최영, 방중원, 성현오, 최낙훈, 김재혁, 김윤진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학교 급식시간을 보면, 많은 양의 잔반이 나온다. 이것은 학생들이 음식의 소중함 그리고, 그것 

을 기르는 농부의 고생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우리는 텃밭을 가꾸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며 01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학 
교 뒤쪽을 갈아 황폐했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 만들면서, 맨땅에서 생명을 꽃피우는 농부의 고 

된 생활을알수있게되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 학교는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학교에 사용하지 않은 공터도 많이 있다, 

고리고 그런 장소들은 불량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불량한 장소로 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 

동아리의 주된 활동인 ‘교내 텃밭 가꾸기’는 사용하지 않는 공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볼량하게 사용되 

던 땅을 수녀원에 기부될 상추, 껫잎 등을 위한 텃밭으로 바꿔 학교를 좀 더 건전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힘들게 가꾼 텃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년에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 

마음가짐이 지속가능한발전의 시작일 것이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Plan 1 유네스코 활동에 관심을 가지자 

- 우리학교가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레인보우 프로 

젝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액션 플랜은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상식 

을넓혀가는것이다, 

• Plan 2 일주일에 한번은 동아리 활동을 하자 

-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동아리 부원끼리 친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동아리 활동을 하기로 하였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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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지구촌빈곤퇴치 캠페인, “모두의 바람, ; . 우면산탐사 

End Poverty’' : 서울고 유네스코는 우면산을 탐방하여 학교 주변의 생대 
서울고 유네스코는 몇 개월에 걸쳐 학교 역사관 뒤에 위 ; 계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이드의 도움 

치한 땅을 경작하고 텃밭으로 가꾸어 배추, 고추, 호박 등 : 을 받아 우면산의 다양한 나무들과 식물들을 구경하면서 

의 여러 가지 채소를 키웠댜 모두가 열심히 일하여 단합 : 생태계와 친해질 수 있었다. 우면산을 탐방하면서 모두가 
된 마음을 다지고 학교 내에서의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 자연의 이름다움과 섬세합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수 있었댜 다 큰 채소는 수확하여 매달 한 번씩 까리따스 : 
수녀원에기부하고있댜 

서울고 유네스코는 5월 5일 종묘대제 어가행렬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어가행렬은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 

유산이며 종묘에 있는 선대의 왕들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임금과 신하들, 현무대가 행군하는 전 과정을 재현하는 행사 

이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다, 

~'"t 11.i린1t t.t.l 01tt~111 ,혀버뎃vkL? 

면접에 합격하여 처음 모인 우리는 어색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유네스코에 관심이 있는 학생, 어쩔 수 없이 온 학생, 유네 

스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학생 등 다양한 생각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활 

동에 하나 하나 참가할 때 마다 무엇인가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연도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도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한 방향을 향해 걷어가고 있었다, 

祐l, (산%, 1I-꿈, 1Io킥^바I는 o,ZX.~'HI l~l-H뎃다kL? 

우리는 변화하였다. 우리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우리 

는 환경 캠페인,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을 수도, 조금 

변화시켰을 수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느냐가 

아니다 사회는 쉽게 변화하지 않고 또 변화가 쉽게 들어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관 

심을 갖지 않는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 그 문제에 대해 먼저 실천하는 것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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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단군@면 

TO THE ECO RAINBOW WORLD!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6 

www.snu.hs.kr 

정주용 선생님, 이혜원 선생님 

김아영, 변창욱, 김진호, 김동우, 황인규, 지민석, 김대환, 김경아, 이하은, 이유림, 

이인희, 강민경, 김은진, 이현구, 김현웅, 김지완, 정방균, 박혜민, 김이영, 박지원, 

오 솔 조현진, 이준혁 장진웅, 최철은, 곽상호, 정명섭, 강주성, 유상근, 지백연, 

김동휘, 강주은, 정희주, 김나라, 유수빈, 0|유진, 박지선, 이혜원 

프로젝트선택이유 

(1} 다문화봉사활동 

동대문구 다문화지원센터, 경희대학교 월드비전과 연결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 

문화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래동화 구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대상 알뜰 바자 

회의 도우미로서 바자회 진행을도왔습니다, 

(2) 친환경적인삶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1,2학년 전 교실에서 전등끄기 캠페인인 ‘불금(불 끄는 금요일) 캠페인’을 실 

시하였습니댜 또한 교무실 및 행정실에서 나오는 이면지를 수거하여 재활용 공책으로 제작, 환경을 

위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홍보하며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연 재료로 비누를 만들 

고 이를 다문화가정에게 배분하였습니다, 

(3) 지역고유문화유산 연구 및 세계 청소년과 교류하기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연구하고 탐방하는 기회를 가지고, 보고서 및 안내문, 브로셔 

를 제작하여 영국 문화원이 주관하는 ‘connecting classrooms project’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culture box'를 제작하여 해외 학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지역 다문화센터(동대문구 다문화지원센터, 경희대학교, 영등포구 다문화지원센터, 월드비전 등)의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동해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키 

우고자 하였습니댜 자원절약 및 환경 관련 홍보활동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실천의 중요 

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유네스코부의 활동성과를 학생들에게 확인시켜즘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학교와의 교류와 국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함으로 

써 세계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인식과 더불어 다문화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유네스코부의 변화가 주위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학교의 

변화로 이어지게끔 연계성 있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세대에 대비한다, 

• 텃밭 가꾸기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해보고 건강에 좋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여 

인근 저소득층과 나는다, 

• 종이를 재활용하여 지구의 숲을 지키자! 

• 폐유를 활용하여 재활용비누를 만들고, 손수건을 배부함으로써 환경 보호 활동을 널리 퍼뜨린다, 

• 알뜰 바자회를 통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얻은 수익금 

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환경 보존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한다, 

• 지역고유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유산을 이해하는 바탕으로 삼는다, 

• 영국문화원 Connecting Classrooms Program을 이용하여 전 지구적 공통의 이슈를 가진 

세계의 청소년과 교류함으로써 서로 국제이해의 폭을 넓히자! 

• 불필요한 전등 끄기, 교내 소등 운동 — i • 다문화가정 대상 바자회 도우미 봉사활동 
‘볼금(볼 끄는 금요일) 캠페인’ I (4월 18일)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불필요한 전기 에너지 소비를 막 |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동대문구 다문화센터 주최 다문화 
기 위해 교내 1,2학년 학생들의 협조로 교실 전등 끄기 | 가정 대상 바자회의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했다 다른 증· 
운동인 ‘불금(불 끄는 금요일) 캠페인’을 하였댜 기대 이 ! 고등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다문화가정 여성분들과 아이 
상으로 모든 학생들이 불만없이 참여해 주었고, 나중에는 i 들을 안내하고, 바자회에서 사용되는 돈을 관리하고, 사 
친구들이 먼저 나서서 금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전등을 꺼 ! 진을 찍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말로만이 아니라 다문화 
주곤 하였다 1 년간의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중 가 ; 가정을 위해 우리가 발로 직접 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장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학생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 

활동0|었댜 

■ DMZ(비무장지대) 견학(5월 25일) \ ■ 세계시민으로 한 결음 더,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부원들을 포함해 약 40명의 학생들과 성북구재 \ (5월 29일)’ 
향군인회가 함께 DMZ( 비무장지대)에 다녀왔다 평소 일 f 동아리 활동 시간에 월드비전 관계자 분들을 초청하여 월 

반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있는 DMZ에서 전망대를 ! 드비전이 하는 일과 세계 난민 문제의 실테 우리가 세계 
통해 불과 2km 떨어져있는 북한군 측 상황을 보고, 제 3 \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땅굴 견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분단현실의 심각성에 대 | 가졌다 강의를 들은 후 게임을 통해 세계 시민의 자질에 
해 더 뼈저리게느낄수있었댜 ! 대해 더욱생각해볼수있었다. 

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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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아이들 대상 전래동화구연 봉사 
(6월 8일, 8월 22일) 

• 천연 비누 만들기 봉사활동(7월 17일) 
교내 가사 실습실에서 도시텃밭가꾸기 동아리와 함께 불 

이틀에 걸쳐서 영등포구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의 도움을 ! 우이웃과 독거노인을 위한 천연비누 만들기 봉사를 했다, 
받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래동화 구연 봉사 ; 곡물, 파프리카, 국화 등 다양한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직 

를 했다 8일에는 ‘소금이 나오는 맷들 이야기’를 들려주 \ 접 비누를 만들고 포장하며 환경도 생각하고 타인을 도우 
고 아이들에게 맷돌에 대해 설명한 후 함께 플라스틱 그 | 며 우리도 즐거운 일석삼조의 시간을 보냈댜 완성된 비누 
릇을 이용하여 맷돌 모형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댜 22일 | 는 예쁘게 포장하여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 
에는 ‘요술항아리’ 이야기를 들려준 후 찰흙으로 아이들과 ! 하여 여러 다문화가정에 선물로 나누어졌댜 
함께 항아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른 봉사 

활동과는 다르게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여 다녀온 

봉사라 더욱 보람있었고,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며 함께사는 사회의 단면을 만들어 간 뜻깊은 활동 

이었다 

• 교내 이면지를 수거하여 제작한 ‘이면지 재활용 i • 모두의 힘으로, ‘환경 나무 만들기’(8월 30일) 

공책' 제작(8월 23일) ! 학교 축제 당일 한경 나무’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 선생님들의 협조로 모은 이면지를 ; 가 해야하는 10가지 약속' 판넬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이용해 이면지 재활용 공책을 제작하였다, 표지에는 우리 : 학생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하는 10가 

가 직접 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 ! 지 약속’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서명의 의미로 ‘환 
지 약속'을 적었댜 만들어진 150권 상당의 공책들은 학 f 경 나무’에 지장을 찍어 나뭇잎을 만들어 주었다, ‘환경 
교 축제날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좋은 평을 얻었댜 친구들 ! 나무’에 나뭇잎을 만들어 준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이 우리가 직접 만든 이면지 재활용 공책을 사용해주는 것 | 제작한 ‘이면지 재활용 공책을 나누어 주었다 생각보다 
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댜 ;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함께한, 

은 더욱 더 환경이 보전된, 깨끗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희망을가졌다 

■ KOICA(코이카) 지구촌 체험관 견학(9월 4일) 

‘유네스코 알뜰 바자회’(8월 30일) : 성남에 있는 ‘KOICA 지구촌 체험관' 견학을 하였댜 우 

학교 축제 날 해마다 우리 유네스코 부에서 열었던 ‘알뜰 ! 리가 견학한 당시에는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세 국가에 
바자회’를 올 해도 어김없이 개최하였다, 바자회에서 판 ; 관한 전시를 하고있었다. 전시실에서는 각 국가에 관한 

매한 모든 물건들은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기부받 ! 설명을 듣고, 직접 전통의상을 착용해 보는 등의 활동을 
은 물품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비교적 질좋은 물품들을 ; 할 수 있었다. 전시실을 둘러본 후에는 네팔 전통음식인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댜 판매 후 남은 물건들은 ; 커리를 맛보고, ‘긴급 구호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아름다운 가게' 측에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은 교내 도시 ! 강의를 듣고 보드게임을 통해 아프리카 난민을 긴급 구호 
텃밭가꾸기 동아리의 수익금과 함께 유니세프에 기부하 | 하는 체험을 했다 평소에는 잘 모르던 다른 나라에 대한 
였댜 유네스코 부원 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학 | 정보를 알고,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즐 
부모님들과 함께거둔 성과라서 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 거운 일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다문화 세계에 

• 서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공정무역교실 및 공정무역 캠페인 참가 
(10월 23일) 

• ‘지역고유문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에 대해 조사, 발표하기(11 월 16일) 

유네스코동아리, 가온누리 동아리, 경제연구동아리가 연 ! 유네스코 부원들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 있는 유네스코 
합팀을 이루어 ‘아름다운커피'가 주관하는 <공정무역교 圭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실>을 본교 생물실에서 열었다, 네팔에서 오신 한수정 팀 f 다, 총 6개의 팀으로 나눠져 각각 창덕궁과 종묘, 안동 하 
장님의 강연을 통해 공정무역의 개념 및 필요성, 현 상황 ! 회마을, 제주도, 수원화성, 고인돌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 
및 미래의 전망 등에 대해 배웠고, 공정무역에 관한 사진 ! 자료를 만들어 프레젠테이션 하였다, 조사를 하고 서로 
판넬 및 포스터, 무역현황에 대한 지도 등을 만들어 본교 

2층 게시판에 전시함으로써 학우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에 대해 국민인 우리가 무지하고, 무관심했었다는 

것에 반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진정한 세계화는 ‘한국속의 세 

계’와 더불어 ‘세계속의 한국'01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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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년간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다, 누군가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통 

해 자신의 장래 희망을 찾았고, 다른 누군가는 세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다 

는 것에 즐거움을 얻었댜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에게 큰 변호層나블러일으키거나, 세상을 1::l 円l는 것 같은 막대한 영 

향을 미치진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다문화’, ‘환경’, 세계화’, ‘인권’ 과 같은 용어들을 어렵거나 

두렵게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댜 어렵고 막연하기만 했던 그 단어들이 너무나도 친근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앞으로 지난 1 년 동안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작 

은 변화가 우리를 참된 세계 시민으로 만들어 주고, 우리의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켜줄 것을 믿는다, 

祐2., ＾씬A%, 1I-꿈, Tlo꺽샤1-1는 m江;언 I 빠BI-땅 .... kL? 

지난 1 년간 우리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등 끄기 캠 

페인인 ‘불금(불 끄는 금요일) 캠페인’을 진행하였을 때, 처음에는 전등을 끄는데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친구들이 언젠가 

부터 금요일이 되면 유네스코 부원인 우리가 기억하기도 전에 먼저 전등을 꺼주고, 우리에게 금요일이니 볼을 끄라고 알 

려주었다 또한 우리가 ‘이면지 재활용 공책’을 나누어 준 이후, 친구들이 그 공책을 다 사용하고나서도 각자 스스로 이면 

지를 모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활동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데에 의문을 가졌었는 

데, 우리의 변화와 함께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차고 기쁘다, 



숙명여자고등학교 
@ 

임
 

Letters to the Earth 

학교정보 학 교 명 숙명여자고등학교(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도곡동 91 )) 

홈 페 이 지 http://www.sookmyung.hs.kr 

지도교사 김준호선생님 

학생구성원 임소연, 임지원, 강은정, 신수연 신지아, 이주원, 정승연, 하지수, 박수빈, 김채윤, 

이문정, 박소연, 손희지, 이소윤, 이지은, 손수빈, 임수연, 이민경, 최은지, 임희선, 

류주희, 김나경, 이유리, 박우진, 유슬기, 이지희, 한예슬, 송유경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교과서에는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평화를 지키자’ 와 같은 추상적인 말들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 같은 무거운 주제가 등 

장하면 다들 별 관심율 두지 않고 자신은 차별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생각 

과 행동이 차별하는 것인지 알지못하고 행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후에 성인이 되어도 이러한 생각 

을 갖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숙명 유네스코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식변화를 위해 

서 활동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점 세계화되어 가는데, 우리의 의식수준은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이 사회의 주축이 될 청소년의 성숙한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생의 신분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부터 무겁지만 증요한 주제까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 

련하고싶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작년과 마찬가지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 부원들부터 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원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활동과 홍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 

체적으로살펴보면: 

• 인권 - 인권에 대해 우리들이 먼저 공부하고 알기 > 숙명여고 학생들이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캠 

페인 진행 및 관련 게시물 부착하기 

• 세계화 -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부원들의 탐방 및 체험 > 탐방후기 및 사진 공유를 통해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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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낙태찬반, 다문화가정 배려정책에 대한 토론 • 교내 유네스코 게시판 활성화 
6월 13일 동아리시간에 두 조로 나누어 낙대, 자유권인 ! 유네스코학생들이 전교생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유네 
가 생명권인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배려정책, 정 ! 스코 게시판에 ‘인종차별 역지사지 만화', 빈곤퇴치후원 
당한가 역차별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 ! QR코드, 에코백 사용권장 광고, 유네스코신문 스크랩 등 
견을 공유하였습니댜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이유 ; 을 정기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게시판이 교내캠 

는 2학기에 예정된 교내캠페인을 잘 진행하기 위해 우리 ; 페인 홍보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부터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 

제들을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참신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한 토론 전 각자 주제에 관련하여 조사하 

면서 스스로 배우고 느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 교내캠페인진행 • 세계화, 평화 관련 문화탐방 
8월 29,30일 급식실에서 이어진 산책로에서 이틀동안 진 ; 학기초에 계획했던 대로 문화탐방으로 7월 28일, 30일 

행된 교내캠페인의 메인 주제는 인종차별 유적지에서의 ; 두 조로 나누어서 서울 속 다양한 외국문화가 결합된 지 

낙서와 파손행위, 고리고 대중문화의 선정성이었습니다, ! 역인 이태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슬람사원과 주변 가게 
인종차별의 경우, 문화탐방 때 이슬람사원을 방문하면서 ! 들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슬람문화 
우리가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바지를 입은 까닭에 긴 
특히, 서명활동과 퀴즈 등 다양한 능동적인 참여요소로 숙 ! 치마를 빌려 입고 이슬람예배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명여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따라 ! 또한, 매번 학교에서만 보던 친구들과 밖에서 같이 탐방 
서 세 부스는 모두 활기를 띠어 성공적이었습니다, 

• 은향제 — 숙명여고 동아리 전시회 

을 하니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휴전6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에 방문하여 한 

국전쟁의 과거를 알고, 오늘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청 

소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 

졌습니댜 

; 숙명유네스코는 숙명여중고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매점에 

숙명유네스코는 동아리 전시를 위하여 정말 많은 준비를 ! 'UNICEF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하여 숙명여중고교 학생 
했습니다 메인 주제는 힐링가드닝(환경)과 위안부/l::l| 프 ; 들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을 모 
렌트 팔찌 판매수익금 기부(인권, 빈곤) 이었습니다. 숙명 : 아 올해 약 25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여고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힐링가드닝’은 전국캠페 

인의 <게릴라 가트닝>에서 모티프를 얻어, 출처를 모르 

는 위험한 음식물을 대신하는 새싹채소를 학생들에게 무 

료로 나눠주는 것이었는데, 육류 중심의 식습관에 길들여 

져 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맛을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 

었기에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TlUE lL린1t t.t.l ,,z:;;::.~111 I~社距겼vkL? 

우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토론과 캠페인 준비로 인해 스스로 고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동아리친구들과 공유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로도 세계시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祐l, (선%， 1막 TIo킥41-1-1는 m尤;언 I 빠뱌였c.,kL? 

우리 프로젝트는 주로 교내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숙명여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교내캠페인과 

동아리전시회를 통해 인종차별, 국민수준, 문화의 선정성, 위안부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호陸卜실에 부착된 현금영수증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 이라크전쟁, 한류의 세계화 관련 레인보우 이야기들을 통해서 

도 행동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현금영수증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 관련 이야기를 부착하면서 고 이후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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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실 선생님, 이경은 선생님 

전신영, 홍승학, 김민정, 이승아, 홍정민, 권정현, 이현지, 박재현, 손혁준, 김태우, 

전상민, 박지수, 안희진, 마상희, 양희연, 이지명, 장윤하, 최종원, 배희선, 이혜민, 

정호진, 강지완, 조은형, 연주엽, 박승희, 배주원, 홍승학, 김민정 

프로젝트선택이유 

E悟화: 우리 학교가 위치해 있는 성동구에는 성동구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다문 

화 국가 출신 거주민 및 자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웃인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 

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환경: 교내에서 전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현 

재 학교에서 진행 중인 잔반을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과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캠페인, 전등 끄 

기 등 자원절약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정의: 건전한 소비 습관을 기르고,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에 나 자신 뿐 아니라 

전세계 소외계층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목율 기르기 위하여 공정무역, 공정여행 등에 대한 인 

식을 높이는 일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졸업생, 학부모 등 많은 사람이 오는 학교 축제에서 ‘공 

정무역 카페'를 운영하여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 공정제품을 경험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을 계획 

입니댜 또, 2학기에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기 전 공정여행에 대해 안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여 

행지에서 건전한 소비와 현지인을 배려하는 여행 태도 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볼필요한 기념일을 챙기는 습관에서 벗어나자는 인식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만톨고자한변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와 가족 만이 아니라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인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자! 

• 자발적이고즐거운실천을하자! 

•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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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공정무역센터 방문(5월 8일) i • 아름다운 가게 사전답사(5월 10일) 

동대문구 장안동 공정무역센터 / 1,2학년 유네스코 i 아름다운 가게 / 1,2학년 유네스코 회원 26명 
회원 26명 ! 목표: 학교 축제인 ‘초록제’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 
목표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름다운 ! 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을 하기로 계획한 후 공정무역 카 
커피'의 담당자로부터 공정무역 커피를 비롯한 공정무역 ; 페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 답사를 다녀왔다. 

제품의 역사와 의미, 유통과정, 수익금 사용 내역 등의 설 ; 소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이 있 

명을 들었댜 ! 어서 놀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소감 무심코 사용하던 많은 제품들 속에 숨어있는 뜻을 ! 중요함을 알았다. 
다시한번새기게되었다 

■ 2013 다문화 대축제 ‘열다’ 진행 스텝 활동 

(5월 12일) 

경희대학교 / 1,2학년 유네스코 회원 26명 

• 저개발국 어린이를 위한 펠트교구 만들기 캠페인 
(5월 22~26일)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1,2학년 유네스코 

연계기관: 푸른시민연대, 경희대학교, 동대문구 : 회원 26명 

목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의 ! 연계기관: 교내 봉사동아리 폴로, 해외문화센터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 i 목표: 폴로 동아리와 함께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캠페 
였다 각국의 전통놀이 부스를 담당하여 축제에 참가한 사 ; 인 활동으로, 저개발국 어린이에게 전달할 펠트교구를 직 
람들에게 소개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 접 제작하여 발송하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소감: 국적와 문화를 초월하여 동심으로 돌아가 각국의 ; 소감: 전교생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를 하여 총 200여 

놀이문화를 함께 즐기면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 |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을그려볼수있었다, 

• 작한 수학여행 캠페인(6월 19일) ; • ‘착한 수학여행 캠페인(7월 17일)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1,2학년 유네스코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1,2학년 유네스코 
회원 26명 ; 회원 26명 

연계기관: 교내 미술동아리 조형예술반 : 연계기관: 교내 봉사동아리 글로벌 리더 

목표: 환경과 경제정의를 생각하는 공정여행인 착한 수학 ; 목표: 환경과 경제정의를 생각하는 공정여행인 착한 수학 
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미술동아리와 함께 배지 제작 ! 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에코컵을 제작하여 축제 바자 
을 위한 디자인대회를 개최함 희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캄보디아 푸옥 지역의 식수 

원개발사업에기부함 

197 



198 

• 작한수학여행 캠페인(10월 22~26일) ■ 2013 서을-강원 연합 ASPnet 학교 연합 워크숍 

제주도 일대 / 2학년 전체 i (8월 24일) 

연계기관: 총학생회 ! 상명고등학교 / 1,2학년 유네스코 회원 13명 
목표: 환경과 경제정의를 생각하는 공정여행인 착한 수학 ; 연계기관: 서울-강원 지역 ASPnet 소속 8개 고등학교 
여행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에코투어인 올레길 걷기 행사 : 목표: 민사고, 서울고, 서울사대부고, 등촌고 등 서울과 강 
를 하였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 원지역의 유네스코 학교 학생들이 모여 연간 활동 내용을 
하고 제작한 배지를 착용하였으며, 바자회에서 구입한 에 i 발표하고 토론함. 에코백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환경보호 
코컵을 사용하는 등 공정여행을 실천하였다, 와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눔 

~lvt 11.i런1t ~~l o,U.~111 I~버(--앗vkt? 

레인보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정의, 환경, 다문화 등의 주제를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박연했던 이 주제들 

01 좀 더 와 닿는다. 경제정의로는 축제에서 공정무역용품들을 사용해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였고 환경으로는 여의도에 
서 사람들에게 화분을 만들어 나누어주었고, 다문화로는 경희대에서 다문화 축제를 참여함으로써 타국에서 온 분들께 문 

화를 소개시켜드리고 또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이 3가지 주요한 활동들로 우리는 참여도가 낮은 현실에 

실망도 했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도 많았던 것 같다, 

祐Z., Ii씬4%, 1 卜꿈, "'''킥"1-1-1는 구尤1언 I I혀·바였며?? 

특히 지역사회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경희대에서 개최된 다문화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주변 타 국가에서 

온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음식을 소개했다. 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에서 온 외국인분들이 고 

분들의 음식이나 문화도 소개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알릴 수 있어 기쁘셨을 것 같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게릴라 가드닝 이라는 화분을 나누어주는 이벤트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식물심기의 중요성이라든지 게릴라 가드닝으| 

기원이나 의도 등을 알려주어서 시민들의 의식이 더 성숙해졌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 참여로 사회가 좀 더 윤택해졌 

을것이다 



성남고등학교 情`I`3 @ 
0 

환경 지역고유문희 

자역구를 지켜라!(우리지역의 전통, 우리지구의 환경을 지킨다) 

학교정보 학 교 명 성남고등학교(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 97-17번지)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sungnamgo.org/ 

안현아선생님 

임재림, 전보경, 김미선, 김혜은, 박미선, 윤소연, 이예진, 이하령, 김대민, 김한솔, 

박상지, 우효옥, 이세린, 이진영, 신혜진, 장오영 

프로젝트선택이유 

저희 학교가 위치한 세종특별시는 작년 7월부터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하며 수많은 

개발과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 

습니다 고 변화하는 과정을 몸소 느끼는 저희 성남고의 2013년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는 ‘환경’과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지역고유문화’로 하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저희는 학생으로서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자 했습 

니댜 바로 급식 후 생기게 되는 잔반!! 알고 보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시행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던 ‘잔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본교 학생들에게 잔반을 줄이 

자는 홍보를 하였습니댜 그러나 단순히 ‘잔반을 줄였다'라는 결과주의적 성과가 아닌 캠페인을 통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환경: 

친환경 채소재배 및 콩고기 만들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동영상 만들기, 환경 퀴즈대회, 재난 및 환 

경 관련 도서(영화) 읽고 독후 활동 , 신도시 개발 관련 논문 검색 후 토론 

지역고유문화: 

지역고유명칭 찾기, 전통놀이 즐기기, 문화재 탐방 및 견학 후 교내 홍보, 지역문화 퀴즈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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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잔반 즐이기(6월 24일) i • 친환경 채소 기르기 
유네스코 동아리 회원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급 ! 2013년 5월 25일부터 스티로폼을 화분으로 삼아 여러 
식실 앞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항목은 급식 남김의 유 | 가지 채소를 길러 채소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처음에는 
무, 남겼다면 무얼 남겼고(밥, 반찬, 국) 왜 남겼는지(맛이 | 줄기가 길어지더니 잎도 점점 자라고, 꽃이 피고 지면서 
없어서, 배가 불러서, 다이어트 등) 이댜 우리는 그것을 토 !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대로 성남고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작 했다 우선 프로 ; 무엇보다 제일 큰 배움은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생활 

젝트를 시행할 날을 잡고 잔반을 남기지 않은 학생에게 스 !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티커를 주는 방식인데 그 학생은 받은 스티커를 자신의 반 ; 자부심이었다. 
에 있는 스티커 판에 붙여 가장 많은 스티커를 모은 반에게 • 

시상을 한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영양사 선생님을 비롯 

해 교장선생님의 지원을 받으며 수월하게 그리고 더 대규 

모로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단순히 흥미우|주의 활동은 아 

니었다, 오히려 우리학교의 연간 음식물쓰레기 양을 전년 

도와 비교한 그래프를 만드는 등 사전에 많은 조사를 하고 

그 정보를 전교생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해야하여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힘든만큼 보람이 커서 뿌듯했댜 
.............................. 

• 콩고기 무료 시식 圭 • 환경나무 — 우리의 실천 말하기 
햄버거 속에 둘어가는 소고기 패티는 환경파괴와 연관이 f 우리는 환경보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한다 우리 | 다가 전교생이 모두 같이 의견을 내어 그 의견 중 좋은 것 
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소고기와 환경과의 관계성을 ! 이 있으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2013년 7월 17일 동 
판넬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인식시킨 후 소고기를 대체 i 아리 축제 부스운영을 통해 전교생에게 묻게 되었다, 
할 수 있는 식품인 콩고기를 섭취해 볼 것을 권유하기 위 

해 무료 시식부스를 운영하였다, 7월 17일에 열린 동아 

리 축제를활용하여 선보인 결과학생뿐만아니라선생님 

들까지 좋은 반응을 보여 주셨다, 

• 단체티 제작(7월 17일) i • 지역문화 탐방(11 월 20일) 

성남고 동아리 축제에서 우리는 단체티를 입고 활동욜 하 ; 충청지역의 문화유산인 무령왕릉과 공주국립박물관을 다 

였다 단체티는 동아리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탄생 | 녀왔댜 삼국시대 왕릉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는 무 
하였댜 축제에서 우리만의 단체티를 입고 활동하는 모습 i 령왕릉과 유물들을 통해 백제시대를 연구 할 수 있는 중 
을 보고 많은 선생님들이 칭찬과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 요한 자료들이 이곳에 있음에 더욱 자랑스러웠다, 또한 

받았다 또한 다 같이 티를 입고 활동하여 팀원들의 단합 ; 박물관 앞에 설치되어있는 전통놀이를 즐기며 우리 고유 
된 모습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 의 놀이문화가 얼마나 유쾌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지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 영화감상 후 토론(4월 3일) i • 환경 퀴즈대회(9월 11 일) 
교실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았다. 학교를 ; 을 한 해 동안 환경에 대해 여러 활동을 한 덕분에 환경에 

배경으로 하는 이 영호柱 지루한 학교에 변화를 주고 싶은 |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았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만의 작 
열정 넘치는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게 된댜 아이들은 이 선 ; 은 환경 퀴즈대희를 열게 되었다. 간단한 생활 속 환경부 
생님을 따르게 되면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에 | 터 미래의 환경 까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는 
대해 알아가게 된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처럼 ! 가의 대한 문제들로 이루어졌다, 이 퀴즈대회를 통해 적 
학생 인권을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 | 극적인 참여도와 홍미를 이꿀어 내며 환경에 대해 더 세 
각이 들었다 학생이란 이름에 가려진 여기에 나은 학생들 ! 부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쌍하기도 하면서도 

자신들을 알아가는 모습이 본받을 점이라 생각한다, 

~'"t 11.i런7t 스스L mtt111l I혀버뎃vkL? 

저희 학교는 작년에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활동주제 

는 7가지 중에 우리 주변에서 잘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고유문화로 정하였습니다, 01 두 주제에 공통점은 관심을 기 

울여야 보존되고 발전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이꿀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얻는 수많은 경험 속에 인식과 태도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祐2.., I\씬%, 1막 1lo킥샤1-1는 n尤;'HI 빠바였다t-11.? 

지난 7월 17일 동아리 융합 페스티벌에서 진행한 콩고기 무료시식은 전교생뿐만 아니라 활동을 진행했던 유네스코 동아 

리 회원들에게도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처음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 

리는 조금 더 색다르고 홍미를 꿀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고기의 대체식품으로 콩고기를 찾았고, 무료 

시식 부스를 운영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식 후 학생들이 남긴 소감 

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댜 

‘‘소고기와 콩고기 맛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놀랐다,” 

'‘비슷한 맛이라면 이왕이면 몸에 좋고 환경파괴도 덜 하는 콩고기를 먹겠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환경을 더 보호하는 생활습관욜 가질 수 있을 것 같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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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국어고등학교 *,\‘ B군 
단정 

0
一

COMET UFL (Communicate Our Multiculture, Environment, 

and Culture through UFL} 

학교정보 학 교 명 울산외국어고등학교(울산광역시 북구 약수 3길 164) 

홈 페 이 지 http://www.ufl.hs.kr/ 

지 도 교 사 김상범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 

학생구성원 0|정은, 김재윤, 정의혁, 류지수, 박명흠, 김소현, 남신영, 김서림, 진현주, 이지은, 

박지영, 박정현, 장희지, 박연수, 엄지영, 장우정, 이세현, 박경령 

프로젝트선택이유 

작년에 <COMET UFL>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회 변화가 소수의 참여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많은 사회현안들을 탐색하던 중 울산의 처용 문 

화재 유살이냐 ‘반구대 암각화 수몰 위기'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댜 지역의 고유문화가 사라져가 

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뒤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 

라 작년에 실시했던 다문화가정 멘토링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문화괴리 해소를 돕기 

위한 번역프로젝트가 동시에 실행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울산은 오래 전부터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점도 있었지만 환경오 

염이라는 오명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에 주목해 울산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방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근로하시는 많은 외 

국인 근로자들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더 

볼어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하여 울산의 거주민이자 문화유적 

을 보존해야 할 가치를 느끼는 저희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울산의 지역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현재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COMET UFL> 활동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로 울산외고 학생들과 그러한 고귀한 깨달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 

댜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지역고유문화를 지켜내고 다문화를 올바른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는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부터 다문화, 환경, 지역고유문화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변화가 먼 곳으로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 

어야 일상생활의 실천은 물론이고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 

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고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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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저희는 2013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주제로 지역사회인 울산의 특성과 연관 지어 ‘다 

문화', ‘환경’, ‘지역고유문화'로 정했습니댜 UNESCO동아리 부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을 확대하 

여 연간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교외 활동의 수가 늘어서 학교를 벗어나 좀 더 지역사 

회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정호隆t동, 

급식잔반줄이기 캠페인, 다문화-다문화가정을 위한 토요 영어교실, 다문화가정 문화괴리 해소를 위 

한 번역작업, 지역고유문화-문화재조사, 홍보, 번역작업, 정책토론의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 

해 부원들 스스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 다문화가정 토요 영어교실 
환경, 다문화, 지역고유문화를 주제로 울산지역의 문제와 ! 매주 토요일에 밝은미래복지재단을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고래모양으로 만들었댜 ! 아이들과 결혼이주여성분들께 영어를 가르쳐 드렸다 다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울산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 문화가정 어린이들의 학력향상과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 
번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인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독적으로 시작하기 되었다, 다 

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친해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여태껏 알던 추상적인 정보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 

인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동화책 번역작업 : • 반구대 암각화 캠페인 
다문화가정의 문화괴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모 !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울산시청, 문화재청, 시민의 역할 
색하던 중 아이들과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잘 적용될 ! 로 나뉘어 토론을 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입 
수 있는 동화책 번역 캠페인을 생각하게 되었다 번역작 i 장들을 알 수 있어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 
업을 하며 직접 전공어로 번역하고 동화책에 들어갈 삽화 ; 기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를그리는것이 힘들기도하였지만동화책을출판하여 지 • 

역사회에 기부를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 

간 듯해 뿌듯하고 값진 활동이었다, 

• 급식잔반즐이기 사진전 ! • 을산지역 고유문화 관련 조사 
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해 기아사진을 급식실로 가는 복도 ! 조원 각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울산 고유의 문화재 
에 전시하였댜 이를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환경에 ! 를 검색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울산의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었고, 실질적인 효과도 l 고유 문화재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 
볼수있었다 : 은기회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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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t.,E IL런?t 스스L mt:C,1언 1 I혀·바닷vkt? 

지난 1 년간 프로젝트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된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구대암각화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입장으로 나뉘어 토론을 하는 등 적극적 

인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토요 영어교실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부모님들, 밝은미래복지재단 

관계자들과 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작업을 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祐l, (산A%, 1I-꿈, 店 lo꺽샤t1는 01tt.~111 ,~t1-11-r~다~? 

급식 잔반 줄이기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급식을 담을 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담아가게 되었고, 먹지 않는 음 

식은 아예 받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동화책 번역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문화 

괴리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U檜을고등학교 @H 
다문화 

댜이제(다문화이해하고제대로실천하자!）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산마을고등학교(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1002번길) 

홈 페 이 지 http:// www.sanmaeul.org 

지 도 교 사 조규호 선생님, 박충환 선생님 

학생구성원 안혜경, 문세린, 이호정 설대인, 심지윤, 한혜원, 채송아, 공연규, 정혜윤, 최희준, 

이영윤, 김지민, 이보리, 문세린, 이종현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산마을고에는 다문화가정이 두가구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국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절실했고 

방사전 피폭 등의 고통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학교 위치가 강화군이다 보니 다문화가정과 외 

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곳만 나가도 외국인 차별 사례를 많이 접 

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우리의 학교, 가까운 우리 동네부터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교내에서 장난으로 피부색이나 외모를 가지고 놀리곤 합니다. 외모를 비하하고 사람을 외양으로 판 

단하는 태도는 가까운 다문화가정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같이 고치고 

자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많은 다문화둥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 

은 엄연히 한국에서 대어난 한국인이기에 아이들에게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했습 

니댜 고래서 다문화구연동화대회에 참여하여 두 나라에 뿌리를 두고 두 개의 모국어를 갖는 것이 그 

다지 어렵고 먼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가까운 학교친구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 

니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우선 우리들 먼저 다문화와 인권에 관심을 가져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관련 주 

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도서관인 모두에서 아이들 눈에 맞추는 봉사를 

진행하고 학교 내에서도 작은 다문화 축제와 다문화 영화상영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봉사를 진행 

하고 학교 내에서도 작은 다문화 축제와 다문화 영호岭授f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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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지난 6월 29일 모두 다문화도서관이 개최한 다문화 동화 I 10월 5일 본 축제에 우리 동아리도 다문화 부스로 참가 
구연대회에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圭 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래동화가 담긴 동화 
와 아이들의 다양한 구연동화를 듣고 함께 공감하는 자리 ! 책을 읽어주고 ‘비를 내리게 한 두꺼비' 그리고 게으른 남 
였습니다. 우리는 여태 진행된 동화구연대희를 소개하는 i 편 두 개에 대한 퀴즈를 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실 
팜플렛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댜 그리고 대회를 찾은 아이 圭 대에 대한 자료도 붙이고 퀴즈를 같이 냈습니다. 맞춘 친 
들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다문화가 f 구들에게는 인도에서 목의 먼지를 제거해주기로 유명한 
정 아이들에게 엄마,아빠 두 뿌리가 모두 소중하다는 교 i 짜이티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짜이 
훈을 줄 수 있던 행사인 것 같아 뿌듯했습니댜 다음에도 i 티를 먹고 싶어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활발하게 참여해 
참여를이어가고싶습니다, ; 주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 또한 다문화 실태에 대한 인 

8월 10일 인천경기 공동행동에 참여했댜 

식수준이 나름 뛰어나서 놀라웠다. 앞으로도 이국적이고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전래하고 소통하고 싶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촉구와 원전이 주제였는데 생태지향학교인 우리학교에서 많이 고민했던 문제라 친숙함이 느 

껴졌다 지구은난화로 인한 멸종위기동물을 소개하는 팜플렛을 만들었고 이것을 게시했다, 또한 찾아오는 방문객들 

께 멸종위기동물을 페이스페인팅으로 그려드렸다. 아이들이 주로 왔는데 호기심이 가득 어린 얼굴들이라 너무나 귀여 

웠다 더워진 지구 때문에 고생하는 동물들을 한번 더 생각해주니 기득할 뿐이었다. 이번 기회로 흰동가리나 황제펭귄 

같은 생소한 동물의 서식환경을 알고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 페이스페인팅이라는 친숙한 소재로 캠페인을 하니 하는 

나나 받는 너나 모두 즐거운 것 같다, 



자 1I,,E lL런1t t.t.l 01tt~111 lr-J.l.바~i.,t-ft.? 

우리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많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단체나 시민단체와의 연락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운 것이 

었으나 한 번 두 번 할수록 쉬워지고 그분들도 우리를 필요로 하기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우리 학교에 있는 다문화가정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더 큰 사회를 알고 이 

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댜 그렇기에 가까운 학교, 강화, 인천, 우리나라, 국제사회에 이르러 고민하자고 여기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간은 평가절하하던 동남아국가의 문화를 탐구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어와 모습이 

약간 다를 뿐이었지, 우리는 동화나 음식에 있어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틈 또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祐L, (선묘, 1I-쪽, 1lo꺽샤1-1는 o,U:.~'HI 1~1-뱌땅'kL? 

가까이는 학교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을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강했다면 그 

것의 틀이 많이 깨졌습니다, 방가방가 영화 상영 후 학교친구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슬픈 사연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 이유 없이 노동 착취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들을 보며 한발 더 다가가서 바라보자는 시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온새미로 멤버들은 또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동화 구연대회나 다문화 음식, 다문화 동화들을 보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두 개의 양존하는 뿌리를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부모가 어디서 왔고 자신의 

반쪽이 어디서부터 존재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한민족 국가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새로운 양태의 민족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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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Leaders of Interconnecting Nations in Korea)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인천국제고등학교(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40)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ii.icehs.kr 

김혜경 선생님, 천재연 선생님 

신버들레, 이상훈, 하주현, 문도현, 한주영, 심소윤, 차건희, 이가평, 이상훈, 윤지현, 

장현영, 양효은, 양민진, 현희진, 이하경, 백유라, 안현진, 임승범, 김민정, 홍지윤, 

지현정, 이송아, 정현진, 서예빈, 유혜진, 손현정, 곽아현, 이주현, 최민주, 한지호, 

박대인, 김성훈 오현준, 이찬희 

프로젝트선택이유 

저희 학교는 국제고라는 특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고래서 다른 일반 학교와 달리 국제관련 전문교과 

를 배우게 되는데, 그 증에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되는 세계문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세계문제에 대 

해 배우면서 세계화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또한 그것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학 

교 학생들이 배우고 관심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고 공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댜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선 학생들에게 세계화와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세계화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세계화에 대해 배우는 것에서 더욱 깊이 들어가 그것에 대해 알리고 생 

각하다 보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 

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세계화를 주제로 세계문제에 대해 조사하던 중 다국적기업의 노동착취문제와 불공평한임금분배문제 

를 보았습니댜 부원들끼리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다국적기 

업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되도록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 

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워낙 다국적기업이 광범위하고 그 규모도 거대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 

치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댜 그러나 이런 실천약속을 정함으로써 한 번 더 다국적기업에 대해 생각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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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경향글로벌 미팅-세계와하나로 -
도미니카 대사 방문(5월) 

■ I-UNESCO 세계화 BOOK EVENT(4월~6월) 

동아리 부원들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화에 대한 정확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리더로서의 자질을 신장 ! 한 의미부여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하였다. 세계 
하기 위해 그레씨아 피차르도(Grecia Pichardo)도미 i 화에 대한 도서를 선택하여 이 도서에 관련한 퀴즈를 내고 
니카 대사를 초청 하여 진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도미니 ! 상품을 주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며 진행하였다 이 
카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간의 전 ; 를 통해 세계화의 의미와 개념 등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통적인 교류와 친선 관계를 설명하였고, 양국의 새로운 

발전적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점과 외교관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 

을얻었댜 

•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 대회 ■ 2013 IIHS 지속 가능한 경제 창의 경진대회 

(10월13일) ! （ 11 월 1 일) 

이날 대회에 참가하여 유네스코학교와 동아리에 대해 소 ; 중앙대학교 신광영 교수님은 2013 IIHS 지속 가능한 경 

개하고 세계화와 평화에 대한 주제로 세계문제를 사람들 ! 제 창의 경진대회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댜 또한 Rainbow 프로젝트와 ; 정책 방안에 대하여 강연을 해주셨다. 세계 각국의 복지 
관련해서 세계 소원 적기와 소개한 내용을 증심으로 퀴즈 ! 현황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희 
를 내고 간식을 부상으로 주는 등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 ! 가 되었다. 
등f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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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UE IL린?t t.t.l 01t:e.~111 1ft:버(-앗띠rft..? 

사실 여태동안 세계문제하면 환경이나 기아, 난민 문제를 가장 많이 떠올리고 그 밖에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홀하였습니 

댜 그러나 세계화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 뿐 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지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신시험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꾸고 우리들 

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부였습니다. 처음에 세계화라는 주제를 정할 때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 

나 선생님들께 많이 배워온 환경, 빈곤 문제가 아니라 생소한 세계화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만큼 더 

공부하고 알아야 했기에 부원들 모두가 세계화에 관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국제고라는 학교 특성상 배우는 세계문제 과목 

시간에도 열심히 집중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 (초국적기업)의 개념도 배우고 그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들이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낼 순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祐2., Ii씬%, 꾼E, 1|o킥샤1-1는 m尤1언 I 빠바땅'kL? 

요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하여 많은 조사를 하였는데 액션플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의 제 

품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국적기업의 횡포와 문제점에 대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사실 

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 

고, 많이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댜 



□ I추홀외국어고등학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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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화 합경 

‘소통’ 캠페인 : So通! H2H (Heart to Heart, Human to Human) 

학교정보 학 교 명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30)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mch.hs.kr/ 

이선주 선생님, 이금숙 선생님 

김지연, 심다슬 심지은, 이채영, 양예지, 박수지, 안별이, 김동기, 정성민, 최영민, 

이해리, 엄지혜, 박세진, 신정아, 고서영, 최예은, 김희정, 정현경 

프로젝트선택이유 

먼저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크고,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환경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조금 더 파고들어, 우리 학교의 월요일 아침 풍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학교 주위에 남동 

공단이라는 공장 밀집 구역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창문을 열어둔 채로 집에 가서 월요일에 돌아오 

면 책상이나 의자 등에 먼지가 쌓여 있어 너도나도 먼지들을 닦느라고 난리이기 일쑤입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포괄적 의미의 문제로는 환경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찾아본 우리의 문제는 

너와 나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 

지하면서, 이웃 간 소통은 물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주말을 제외한 모든 날을 학교에서 지내기 때문에 친 

구들과 백 몇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이 때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 속상해 하는 친구들이 많아 소통 

을 좁은 의미의 문제로 택하였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앞에서 언급한 환경, 소통 부족이라는 문제를 학생이라는 신분에 맞게, 레인보우프로젝트의 구호 ‘나 

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구호에 맞게 작은 변화부터 만드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므 

로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을 미추홀외고 학생들, 선생님들로 잡고 문제에 대해 가까움을 느끼고, 서서히 

마음속에 그 문제를 인식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먼저, 환경에서는 자연과 일심동체 되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무나 물 같은 아무 자연물과 함 

께 친근해 보일 수 있는 사진 찍기, 자연에게 미안했던 일들 적기 같은 가벼운 활동으로 자연에 대한 

경각심율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소통에서는 ‘나랑 너랑을 내세워 친구와의 일심동체 게임, 친구 

와의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시크릿-공공연한비밀도 내세워 학생들 또 

는 선생님들의 가볍고 재미있는 비밀듈 또는 평소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누리봄 홍보 엽서 

에 적어 상자에 넣고 비밀을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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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소통 프로젝트 1 탄, 환경과 사람 캠페인 ) ■ 유네스코 기념일 달력 프로젝트 
6월 17일, 18일 양일에 걸쳐 누리봄은 환경에 대해 무관심한 ; 기숙사 학교라는 특성 상 학생들이 날짜에 둔감해 
학생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하여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 i 지기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매달 좋은 명언과 
다. 환경 캠페인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 함께 유네스코 기념일이 새겨진 달력을 만들어 모 
했을 때를 떠올리고 다시 한번 환경 사랑을 되새기는 ‘환경아, ! 든 반과 복도에 배포하였습니다. 달력에는 기념일 
미안해!’ 사과 편지 나무 만들기 프로그램과 환경 사랑 몸으로 ; 과 함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일정, 

표현하기 사진 콘테스트를 메인 이벤트로 준비하였습니다 또 ! 공휴일 등을 담아 실용성을 높였습니댜 
한 기발하고 참신한 메시지를 전달한 친구들에게는 친환경 노 

트등의 소정의 상품을전달하였습니다, 

■ CCAP(아제르바이잔-0424, 인도-0529, • 소통 프로젝트 2탄, 인간과 사람 캠페인 
멕시코-0626, 스페인-0925, 방글라데시-1030) UN이 지정한 세계기념일인 ‘9.10 세계자살 예방 

동아리 친구들 및 참가 희망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적극 ; 의날,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 세계 평화의 날, 

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CCAP 1 '10.09 세계 우편의 날, ‘10.10 세계정신 건강의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를 진행하였습 \ 날'을 맞이하여 동아리 친구들이 교내 친구들과 선 
니다 매달 오시는 각 나라의 원주민 선생님들께 그 나라의 언 ! 생님들께 미리 준비해 둔 시각적 자료들을 활용하 
어, 종교, 음식, 역사들과 같은 문화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습 ! 여 이 날의 의의를 설명해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니다 현지인 선생님께서 와주시기 때문에, 책이나 다른 간접 매 ! 뿐더러, 이 날들의 의의를 적절히 조합시켜 소통을 
체를 통해 배우는 것 보다 더 기억에 잘 남고 심도 있으면서도 ; 초점에 둔 캠페인을 진행시켰습니다. 평소 남에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나라 사람만 알고 있는 그 나라 l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익명으로 적어낸 후에 전 
이야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말해주시는 문화 : 시하여 남들의 비밀들을 보면서 아픔을 공유하는 
와 생활을 통해 세상은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 포스트시크릿 활동 및 친구와의 일심동체 게임, 친 
있었습니다 ! 구와의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을 진행 하며 치료의 시 

‘-&1百f}

...---

간을가졌습니다, 



자 1I,,E lL런1t t.t.l 01tt~111 lr-J.l.바~i.,t-ft.? 

처음에는 세계시민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세계시민을 정의내릴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이라는 말은 정말 추상적인 단어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것처럼, ‘세계시만이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세계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이라면 세 

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신념이 생기었고, 이 신념 아래, 사소한 문제들이라도 나부 

터 조금씩 바뀌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습관을 생활화하게 되었습니다, 

祐L, @A%, 1막 1lo킥41-1-1는 m江;1-11 빠바땅따~? 

사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찾을 수 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신문을 읽고 

논란이 될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말해보거나, 게릴라 가드닝 식물을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등 여러 변화를 

찾을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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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유문화 

영종도알림이 

학교정보 학 교 명 인천하늘고등학교(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117) 

홈 페 이 지 http://www.haneul.hs.kr 

지 도 교 사 손재식 선생님, 김경훈 선생님 

학생구성원 오준규, 위인미, 오승찬, 손동재, 이채은, 한영선, 김준한, 조승헌, 박혜민, 이태경, 

백지원, 최윤미, 송용현 

프로젝트선택이유 

영종도는 기존에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항 외에도 영종도 

에는 다양한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 유네스코는 영종도에 대한 시선(인천 

국제공항)을 조금은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도 있다 생각하였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기존에 공항을 연상시키던 영종도를 ‘다양한 볼거리와 가족 단위로 즐길 관광지가 있는 곳‘으로 연상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했댜 공항에 직접 나가 내외국인에게 홍보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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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대상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만 자료를 찾지 말고, 타 기관의 발행물, 홍보 자료, 서적, 인터뷰 등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 

적으로 대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활동내용 

· 한문화재,한지킴이 1 ■ 영종도알림이 
4/19 영종도의 선사 유적지인 ‘삼목도 방문. 삼목도 선 ! 영종도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하늘 유네스코에서 전교 
사 유적지는 중서부 내륙의 암사동 유적지를 제외한 서해 ! 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종도 알 
안 도서 지역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선사 유적지댜 인 ; 림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그로부터 얻은 자료 
천 국제 공항에서 관리하는 이 유적지를 하늘 유네스코의 ! 들을 활용해 홍보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직접 나가 상태를 파악하는 활동을 실행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되야 할 점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 

성했다 
.................................................................................................... 
■ 1 인 1 펜팔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기 위해 동아리 부원들은 온라인 펜팔 활동을 했다. 생소한 국가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고,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7'l""t It;런?t t.t.l o,IX-~111 I~社硏겼떠kL? 

동아리 부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교내, 외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 

구하는 요소들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의사소통 능력, 타 기업과의 의견 조율 등 학교 교육만으로는 커버하 

기 힘든 부분들을 조금은 경험해 몰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세상은 학교만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조금 더 큰 세 

계를 경험하기 위해 학교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祐L, (선%， 1 I-쪽, 7'1~킥/41-1-1는 01U:~111 뗄바앗따~? 

주변의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동아리뿐만이 아 

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겸하면서 더 큰 나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 또한 적극적으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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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B 틀
-다룬확 

온누리 형제자매 희망 멘토링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전북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bugo.chonbuk.ac.kr/ 

박선영 선생님, 최승연 선생님 

대지숙, 김지수, 오은비, 임정아, 김희수, 김대현, 문혜린, 김민국, 송아라, 김성주, 

김태수, 이재휴 박보민, 송유진, 이가진, 정혜진, 이수빈 

고로X11 드 서EHO ° _ -,_ L.. -, 1"TT 

처음에 동아리아이들은 아동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작년의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동센터에서 주말 봉사활동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한동안 

고민을하였다 

지역사회와 직접 연관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동아리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학교 

의 교육과정에서 허락하는 하에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동아리별 외부봉사 활동일에는 지 

역 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마침 봉사활동 시간과 초등학생 

들의 하교 시간이 맞아 다행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동아리별 현장체험학습일에는 대전에 

위치한 국제교류센터에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갖고 문화교류 체험도 가지고, 이들의 

고충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동아리의 활동은 동아리나 교내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주 시내 밖으로 나가 여 

러 기관들의 협조를 얻거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 사회에서 미래의 시민들인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삶의 의미를 

알아보고 실천해본댜 이에 따라 학생들이 특수 아동들과 접하며,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특수 아동 

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 

할수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세계시만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자각하여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보살피는데 최 

선을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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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영어원서읽기활동(3월~4월) ! • 친목도모(4월) 
기존의 영어원서읽기 동아리의 활동을 이어 나감, ‘Life ; 인근에 위치한 전북대 내의 농구장에서 어색한 동아리원 
of Pi' 와 ‘Walk Two Moos' 두 권의 영어 책을 점심시 ! 들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농구경기 응원하기 서먹했던 선 
간에 읽고 동아리 시간에 이해 점검 위한 퀴즈폴기, I 후배 사이가 어느정도는 친해지게 되었댜 
............................................................................................................................................................................................................ 

• 영어올림피아드(5월 22일) : ■ 외부봉사활동(5월 29일, 6월 27일) 
3개월간 읽은 원서를 바탕으로 매년 실시하는 영어올림 | 서신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 서가정리 두 팀으로 나누 
피아드 개최 동아리원들 모두 평소에 조금 더 열심히 해둘 i 어 봉사활동 실시. 가장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고 입을 모아 
걸 후회를 많이 하였댜 訂각들 말했댜 

"''vt lli런7t 스스L m江1어 1 I합.8(-앗vkt? 

나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타인을 위한 공부는 처음이었기에 다소 어색하였다. 중학교 때와 달리 우리들 스스로 활동 

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상당히 힘든 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일년 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미진한 점이 많아 속상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미진함을 보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 

다 수동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서 하는 봉사활동을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祐2.., Ii씬묘, 1I-꿈, 1lo킥^바I는 01U:~1-11 1~1-1-11--r~따~? 

작년까지는 전주시내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을 하면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관점을 바꿔 꼭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빈곤과 같은 여러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야를 넓혔다, 

앞에서 교내에서는 우리의 동아리활동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다른 아이들에게 사회정의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었다고 

생각한다 작년의 우리 동아리의 봉사활동을 보고 여러 동아리에서 올해부터 지역 내 도서관 등지에서 주말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내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직접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사 

회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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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외국어고등학교 @H 
다모희 

F
i 

Turn up the light! （희망의 등불을 켜라!) 

학교정보 학 교 명 전북외국어고등학교(전북 군산시 소룡동 1044-2)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www.jeonbuk-fl.hs.kr/ 

정인숙 선생님, 박병효 선생님 

경제원, 이효형, 권의주, 김양원, 김정선, 홍수인, 고지원, 김도연, 김세원, 김소연, 

나진경, 박승욱, 정대연, 조건호, 표종원 

고로X1IE 서 EHO ° _ -,_ L.. -, 1"TT 

인권: 저희 학교는 군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주로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 혹 부당한 대우 

를 받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근처에 산업단지가 위치해있고 외국 

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기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우리 학교가 전북오|국어고등학교이니만큼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다문화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높은 성취를 볼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우리 지역의 다문화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정의: 저희 학교에는 경제에 관한 동아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경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 

니다 또한 제대로 된 경제관념은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공장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경제정의를 침해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프 

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인권: 군산시와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군산지역주민과 학교 학생들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그들의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기아체험, 장애인체험, 난민아동을 위한 모금캠페인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반원 

인권팀으로서 급식실 식탁에 인권존중에 관한 글을 써 붙여 작게는 우리학교부터 시작해서 인권존증 

에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댜 

다문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UNESCO반 중 다문화 팀과 다른 팀이 서로 협력하여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계획을 수립한 뒤 다른 유네스코반 학생들과 

함께 계획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지역 사회의 다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의 다문화센터나청소년 단체와협력하는것도호과적인 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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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 © 벽보 붙이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경제에 관해서 조사하고 한 달에 한번 씩 
벽보를 붙임으로써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경제적 불공정함욜 알리고 경제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 개혁을 시킬 것입니다. @ 캠페인 활동: 공정 무역 초콜릿이나 커피에서 신자유주의까 

지 여러 가지 경제정의에 대하여 소개하여 경제정의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고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들 

을 지켜 나가게 할 것입니댜 이를 통해 알게 된 경제정의를 자신 주변의 공정무역 제품들을 사진으로 

찍는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이해도를 평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콘테스트 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에게 상품 제공할 것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 인권: 정상과 비정상을 정상인의 기준에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외국인근로자나 새터민을 향한 부정 어린 시선이냐, 차이를 두지 않겠습니다. 

• 다문화: 우리가 먼저 다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나서서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 

키겠습니다 

• 경제정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정의라는 생소한 개념에 친근감을 입히겠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경제정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돕겠습니다. 

본교 1,2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구의 날의 맞아 ‘Earth ! 한국사회의 4대악으로 불리는 학교폭력근절에 힘쓰기 위 
Hour' 소등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녁 8:50~9:10까지 교 i 해 교내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드비전 
실과 복도의 불을 모두 소등한 후에 JF UNESCO에서 ! 에서 제작한 학교폭력예방노래에 맞추어 교내 급식실 앞 
배부한 PPT자료를 함께 시청하였습니댜 쉬는 시간을 이 ! 에서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교내 학교폭력 실태 파 
용하여 지구의 날을 알리고 소등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데 ; 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도움을 주었습니댜 잠깐의 노력이 지구에게 얼마나 많은 • 

도움이 되는지 함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진행한 ‘교실에서 피어난 희망이라는 i 게릴라 가드닝을 모티브로 삼아 교내에서도 씨앗 심기 행 
UCC 콘데스트에 참가하였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하고 ; 사를 진행했습니다. 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 
있는 언어폭력이나 은따같은 학교폭력을 녹여내어 3분여 ! 여 화분으로 이용하고 그 안에 Seed paper를 심어 본교 
짜리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참 ! 학생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게릴라 가트닝을 소개하는 
가하는 저희들에게도 학교폭력의 실태를 다시금 파악하 ! 판넬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게릴라 가드닝을 알리는 계 
게 되었습니다 따라 부르기도 쉽고 따라 추기도 쉬워서 ! 기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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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군산 은파유원지에서 10월 ; 월드비전 전북지부와 함께 교내 기아체험을 개최했습니 

12일에 다문화 축제 ‘너,나,우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유네 i 댜 5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영양죽 먹기, 
스코동아리 학생과 본교 학생들이 봉사자로 참가하여 중 ! 아동노동체험, 불평등 피구게임을 하면서 세계시민소양 
국,일본,독일,프랑스,미국 5개나라를 주제로 부스체험을 ! 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선생님들의 친절한 설명 
진행했습니다 그 나라의 먹거리, 전통의상, 인사말 등을 ! 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 
소개하였습니다 f 었습니다 

Earth Hour 
.Jf UNE.,CO f 

- ·--··- - ~ - --~-~- L - - ·_ 

1IUE IL런1t t.t.l 01t:e.i111 1~1-님(-앗vkt? 

다문화: 인권, 다문화, 경제정의의 선택한 주제들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문제들이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직접 다가가기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나 2년 째 참여해 오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나를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해 열의를 다하여 노력하는 학생으로 만들어 줬다. 문제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진 

심으로 느끼고 그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를 직접 구상하고 수행하면서 나 

의 적극성이나 계획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책상에만 앉아서 고민하는 공론가가 아닌, 행동하는 세계 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감사한다, 

경제정의: 경제정의를 부원인 우리조차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우리가 먼저 개념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개념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려서 너무 아쉬웠다. 학생들에게 게시판에 부착된 종이의 내용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아 

이들의 관심을 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양한 활동을 이꿀어내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인권: 인권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알아볼 수 있었고, 특히 유린도|고 있는 아동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인권뿐만아니라진정한세계시민이란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계기가되었다, 

祐l., Ii씬어서발 1l-꿈, "''·꺽"1-1-1는 o,tt~111 I~버뎃며?? 

다문화: 우선 우리의 활동을 보고 참여해 준 전북외고 학생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다. 한 번에 확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Earth Hour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이 자기도 모르는 새 전기 절약과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말하기 

도 했고, 게릴라 가드닝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식물을 키우는 보람과 함께 환경 보호 의식을 느꼈다고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던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활동이 작지만 정말로 사 

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뺐다. 

인권: 예를 들어 아동노동, 그리고 기아에 대한 체험인 기아체험을 동해서 내가 남기고 있는 음식물들이 얼마나 사치인가에 

대해서 인권 담 유네스코 팀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잔반 남기지 않기를 실천했다. 주위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낭비하는 습관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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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http://jeonjugo.hs.kr 

김자영 선생님, 강성도 선생님 

신재현, 김세준, 김태훈 김영식, 김휘웅, 김우정, 강우성, 신경호, 김세환, 양희창, 

이바다, 한건희, 유원석, 김성재, 신재현, 염주석, 김강인, 김세준, 오민용, 김민철, 

정민창 

프로젝트선택이유 

저희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그리고 학교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 사 

례들과 개선 방안을 찾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되도록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인 

권이 침해 당하지 않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경우를 스스로 막고 피하거나 극복하고자 하였 

습니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의 프로젝트인 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불화가 생긴다면 그 원 

인부터 이해하자는 것이 저희의 실천 약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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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금요일, 학교 수업의 동아리 시간을 이용한 회의 ; • 지구 지키기 캠페인 
'J-UNESCO’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된 동아리 : 8월 15일, 전주 지역 유네스코 학교인 전주 영생고, 전북 

시간을 이용하여 3월에는 프로젝트 계획안을 서로 토의 ; 외국어 고등학교와 연합하여 전주 중앙 교회 앞에서 캠페 

를 통해 작성하였고, 프로젝트 진행 증에는 주간의 프로 : 인을 열었다 전주 고등학교에서는 지구에게 물을 준다는 
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용하여 프 ; 뜻에서 홍보와 캠페인의 취지도 전달할 수 있는 뮬풍선 
로젝트 진행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 화분 기르기틀 통한 학교 폭력 절감 

: 맞기를 했다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다른 학교의 활동도 
; 도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 ■ 11 월 9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에 가다 
화분을 ‘J-UNESCO' 학생들이 속한 학급에 구비하여 서 : 지도 선생님과 함께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조사 
로 기르고 성장을 확인하며 그를 통해 서로 공동체 의식 : 한 것보다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익산 
을 기르고자 실행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 천만송이 국화 축제에 다녀왔다. 사람들이 꽃을 보며 웃 

쟈'E IL런7t 스야. m尤1언 l 1합.바~1,,l-fl.? 

: 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포로젝트가 결과적 
: 으로 얼마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댜 

포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포로젝트를 생각하던 열정이 포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덜해지는 것을 분명 느꼈지만 실행하고 난 

뒤의 뿌듯함과 확실히 드러나는 주위 사람들의 변화로 학생인 우리도 노력과 행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덩달아 다른 일들에도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 같다, 

祐2.., Ii성%, 1~꿈, 1lo꺽샤1-1는 m江1언 I 빠바땅며rL? 

우리의 변화로 주위 상황이 변했기 보다는 우리가 주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변화하고 긍정적인 영 

향을많이 받은것같다, 

서로 활동하면서 각자의 본받을 점 또한 보게 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각자 얼마나 다양하고 문제를 인지하는 시각이 

다른지알수있게되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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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 이 지 http://www.youngsaeng.hs.kr 

지 도 교 사 박채은 선생님, 권승호 선생님 

학생구성원 김계현 권가경, 김동민, 안우성, 이대철 강승재, 박무성, 이수혁 최범규, 최한주, 

김성진, 이근형, 이호인, 김승렬 유도원, 이현노, 최지용 

프로젝트선택이유 

반전캠페인 

우리나라는 유일한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와밀접한관련이있댜 

Green Together, Earth Hour,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 환경캠페인 

환경욜 보존하고 아끼는 캠페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에 까지 영향 

을준다. 

Love Y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 다문화 사랑 캠페인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다문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의 다문화 사람들과 

관련 지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을 심어준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반전캠페인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기 초에 전쟁이 나기 직전까 

지 남북 상황01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주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전쟁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많이 안타까웠던 저는 반전 캠페인을 해서 사람들의 그런 의 

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 

게 하기 위해서 반전 캠페인을 하게되었습니다, 

Green Together, Earth Hour,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 환경캠페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환경은 더 이상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행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그런 사 

람들의 생각을 고치고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고, 또 행동으로는 어떻게 옮 

겨야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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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Y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 다문화 사랑 캠페인 

제 친구가 실제로 한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그 사람과 멀리 앉았다는 말을 했 

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공감하는 옆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을 본 저는 타문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람들, 인종의 다양 

성이라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구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차별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 

시적인 관점에서만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미시적인 행동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그들을 실제로 보는 시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변화틀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우리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자신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 

였고, 프로젝트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하기가 실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 같 

았지만 함께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서로가 기분 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 

습니다. 

짧 ASPnet O co Tr네스코 협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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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의식소양(5월 3일) ; • 전쟁반대 평화 캠페인(5월 17일) 

1, 2학년이 조를 이루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 !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과 
는 환경문제, 즉 주변에서 눈을 찌푸릴 만한 환경 문제들을 !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해 잘못된 인 
인식하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 i 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 전쟁 
선해 나갈 수 있는지 조를 나누어 각자의 생각들을 정리해 : 이 일어나면 좋지 않은 점 (6.25전쟁 때의 참혹함)을 보 
나가며 발표하고 가장 좋은 의견을 채택해 실천하고자 다 ; 여주어 의식개선을 도모하였다. 

짐하는시간을가졌다. 

■ Earth Hour 지구촌 불끄기 운동(7월 5~12일) \ ■ Green Together 환경 캠페인(8월 11 일)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교무실과 행정실 등 ! 우리가 얼마나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을까? 그걸 알아보 
을 제외한 모든 반의 전등을 소등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 기 위해 분리수거하기 애매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분리수 
우리 생활에 전기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한지 깨닫고 자원 \ 거를 시켜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갔었다 또한 다른 유네 
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도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스코 협력학교와 같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상대 학교는 

우리가 접근해보지 못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 

다, 예를 들자면 뽑기나 화분만들기 등등 시민들의 관심 

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라 그것을 통해 협력과 소통 

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청소년동아리박람회 환경 캠페인(10월 12일) j ■ LoveYour Neighbors 다문화 이웃사랑캠페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우리가 방사능의 위험을 | (11 월 21 ~22일) 
안고 가게 되었댜우선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그러 [ 우리 사회에 다문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고 
한 위험한 방사능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 다문화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 
위해 피켓과 퀴즈 등을 실시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i 른 문화의식은 증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 

으로 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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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꿈이 환경과 관련된 직업이라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 

제가 동아리를 잘 이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병행하려다 보니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 

고 가끔 힘들때면 힘든 내색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원 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후회도 있고 더 잘했 

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반성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떻 

게 하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성격이 원래 

제가 하기 싫어하면 잘 안하는 성격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기 싫었던 적도 있고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포기하 

면 제 친구들이 더 힘들까봐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재미있어지기도 하고 효율도 생기고 요 

령도 생겼습니다. 또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느낀 보람은 말할 수 없이 짜릿했습니다. 동아리 청소년 박람회에서도 ‘제 친 

구가 너희 부스가 제일 재미있다.’고 한 말에 내심 기뻐했고 힘들었던 것 모두 잊게 해주었습니다, 유네스코를 하면서 제 

가 가지고 있던 모든 면에서의 부정적인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고 제가 한충 성숙해진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祐2., lii~H,ia, 1I-꿈, ?Io킥I(t-1-1는 m尤1언 1 I합.바였여rL? 

Green Together 활동을 할 때 실제로 저희가 과연 사람들의 의식개선을 하게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였고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 

젝트 막바지에 저는 프로젝트를 들은 한 시민 분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담는 것을 보고 나서 매 

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을 변화 시켰다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산고등학교 情`I`3 @®0 
환경 세게. 지역고유문희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학교정보 학 교 명 논산고등학교(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73-9번지(내동)) 

홈 페 이 지 http://www.nonsan-h.cnehs.kr 

지 도 교 사 박주희 선생님, 정근묵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재영, 전유진, 장우성, 이규현, 김범중, 정장호, 김형록, 윤대용, 서성환, 구경모, 

김남기, 이동현, 양유석, 김종민, 김 혁, 김종민, 김종현, 김태헌, 심병창, 강기웅, 

유민상 

프로젝트선택이유 

우리 지역인 논산은 한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귀중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비하여 단지 특용작물인 딸기의 주산지로만 알려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회원들 

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 

었습니댜 

또한 우리 학교는 물자원이나 에너지자원에 대한 낭비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원절약 캠페인 등 

을 통해 내가 아낀 자원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세계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리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에너지절약을 몸소 느끼고 실천하는 데 우리 학교 유네스코 동 

아리가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환경 - 난방기와 냉방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천연 비누 만들기, 잔반 남기지 않기, 알뜰바자회 개최 

• 지역고유문화 - 문화재 낙서 지우기 등의 환경 정화 활동 

• 세계화 - 지구촌 골든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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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환경정호It!"동 : ■ 유네스코 나무 만들기(4월 29일) 

지역사회 환경정화에 앞장서고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모 : 앞으로 1 년 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것인 

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중 반야산, 관촉사 ; 지 동아리 멤버과 토의를 했다. 그 중 우리학교가 선택한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낙서를 지우는 활동을 했댜 아무 : 환경문재 세계화문재 지역문화문제 3가지를 가지고 문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의 생활 : 제점이 무엇인지 그에 맞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해 봄으로써 이웃을 위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실 

; 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 2013 논산사랑 걷기대회(4월 13일) : ■ 굿네이버스와 함께 한 빈곤아동노동착취 
논산 주변의 10km길을 유네스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 반대캠페인(6월 17일) 

걸으며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기회와 함께 주변의 문화재 : 논산 굿네이버스와 함께 빈곤아동노동착취반대운동을 진 

를 둘러보고 환경 정화 활동도 펼쳤다, : 행하였다 우리 동아리가 직접 아동들의 노동력이 착취되 

; 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고, 아이들에게 전 

: 하는 희망의 메시지 쓰기를 통해 우리보다 어린 빈민국 

: 아이들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고, 처음 진행 
: 하는 큰 행사여서 방식도 잘 모르고 준비가 부족했던 걸 
; 느꼈기에 다음에 이러한행사를다시 한번할수있는기 
: 회가 생긴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더 다양하게 하고 싶 
: 다는생각을하였댜 



자 1I,,E lL런1t t.t.l 01tt~111 lr-J.l.바~i.,t-ft.?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저에게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세 

계시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평소에는 무심코 했던 무단횡단이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들인지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 

지의 나의 행동들을 뒤돌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교의 학생들이 모두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알려 주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 하는 모습을 보 

이는 학생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네스코 단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祐L, @A%, 1막 1lo킥41-1-1는 m江;1-11 빠바땅따~? 

제대로 활동을 시작한지 채 1 년이 되지 않았기에 많은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은 

저희들이 많은 보람을 느낄 만큼 세계시민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예로 굿네이버스와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평소 들어보지 

못한 아동노동착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니 공부하기 싫다고 짜증내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 

었고, 앞으로는 지구촌에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만든 GREEN-UP 환경사랑 다짐문을 통해 이동 수업시간에 냉, 난방기를 끄는 횟수가 

전보다 증가했다는 것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막 버리는 양이 줄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은 변화는 학생들이 유네스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동아리 가입시간에 유 

네스코 동아리는 많은 인기를 꿀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아리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유네스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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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대건고등학교 ’@＼門 I. ｀@
평화 

미국자리공 퇴치 및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논산대건고등학교(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119) 

홈 페 이 지 www.nonsandaegeon.cnehs.kr 

지 도 교 사 유승호 선생님, 황석균 선생님 

학생구성원 정현석, 신준호 김문기, 유찬종, 최형섭, 이재휘, 강병관, 성기찬, 오기현, 이재천, 

이동현 이재원, 이종혁 성민기 

고로X1l 드 서EHO ° _ -,_ L.. -, ITT 
봉화산은 해발고도 80m밖에 되지 않지만 논산시 근방에서 가장 큰 산이다. 논산시 주민들은 이 산 

을 등산하는데 자주 이용하며 대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추억 속의 한 부분을 이루는 곳이다, 

또한 이곳의 자연환경은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지역 사람들 및 학생 

들의 쉼터인 봉호岭!이 최근 미국자리공이란 외래종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대건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봉화산 생태계의 위협을 모른 체 할 수 없다 생각하였으며 이를 지역의 환경 

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말고도 우리 유네스코 동아리는 평등한 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소외 받는 곁 

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동아리를 통해 학교 친구들이 결손가정 아이들 

의 교육을 도와주면서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 

의 도움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은 걸손가정의 아이들이 앞으로의 지역과 사회에 더 큰 도움으로 돌아 

올 것을 고려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사회의 공익과 관련이 있다 판단하여 이를 실시하였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우선 프로젝트의 목적인 봉호岭! 기존 생태계의 복원을 이루고 싶다. 미국자리공으로 인해 터전을 잃 

은 토종식물들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자리공으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환경 복원의 몫을 나누고 학생들의 미약한 힘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즘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실천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경 

각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댜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는 학교 친구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 의식의 변화를 주도고자 하였다. 또한 곁손가정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길러 과 

학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고구려 역사의 습득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대한민국 국 

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여 사회의 공익과 개인적 성취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귀화식물의 횡포로 인해 토종 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다, 

• 귀화식물 미국자리공의 봉화산 분포를 파악하여 생태지도를 작성한다, 

• 미국자리공 퇴치 활동을 통해 봉화산 생태계 복원을 실시한다, 

• 평등한 교육 실천의 증요성을 자각하고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파악한다, 

• 결손가정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 및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 결손가정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국사에 대한 학습을 실시한다, 

• 결손가정 아이들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영단어 습득을 실시한다, 

활동내용 

■ 2013.05.01 -2013.10.30 ■ 2013.08.26 

유네스코 부원들과 함께 봉화산에 올라 삽율 이용하여 직접 ! 유네스코 부원들과 함께 지역공동체에 도움을 주기 
미국자리공의 뿌리를 제거하였다 우리는 지역생태계의 문제 ! 위해 늘푸른 나무’에서 주최한 개구리 특별전에 참석 
를 고려하여 외래종 ‘미국자리공’으로 인한 봉화산 생태계 위 ! 하여 봉사하였다. 개구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 
협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러 ; 였으며 이 전시회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개 
한 지속적인 미국자리공 제거운동은 봉화산에 서식하는 미국 ; 구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시에 수족관을 씻고 물을 
자리공의 개체수를 줄이고, 토종 식물들의 생존에 도움이 될 ! 갈아주는 등 개구리 관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사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제거하는 작업은 고된 일이였으나 이 ! 람들이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함을 알았으며 환경보호 
러한 지역공동체의 관심이 지역생태계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 i 의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달았다, 

■ 2013.07.17-2013.07.18 l ■ 2013.08.25 
; 

학교축제인 ‘대건제’를 맞이하여 교우들이 지역사회에 관심 ;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공동 캠페인 주간을 맞 
; 

을 갖게 하고자 유네스코 부원들과 함께 부스활동을 진행하 ; 이하여 청주에서 충남 지역 유네스코 학교가 연합하 
: 

였댜 장애우 고충체험활동을 통하여 교내학우들이 장애인의 ! 여 환경사랑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우리 논산대건고 
: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문화 보드게임을 통 i 등학교는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에 참여하였으며 
: 

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 ; ‘분리수거 바르게 하기’ 부스활동을 진행하여 시민들 
: 

댜 이를 통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다문화 문제의 해결 ! 에게 실질적인 환경보호실천을 가능케 하고자 하였 
책이며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 해결책과 교육적 지원이 필요 ! 다. 청소년 또한 플래시몹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 

함을 알게 되었다 !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캠페인을 동 
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리면서 환경보호는 개개인의 실천 

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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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8-2013.10.12 

논산시 애육원에서 유네스코 부원들과 함께 결손가정 아이 

들을 위한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수업을 통해 아이들 

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하였으며 국사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 인식 계발 및 게임식 영단어 암기를 통한 외국어 

학습을 목표로 진행하였댜 아이들의 학습과정을 보면서 누 

구나 교육을 통하여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보았으며 이 

러한 점에서 평등한 교육의 실천이 매우 증요함을 깨달았다, 

~lvt 11.i런?t t.t.l o,t:C.~111 I~버(-~1,,rfl.? 

■ 2013.11.15-2013.11.20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동아리의 주관으로 ‘도서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교내에서 진행되었으며 함부로 버려지는 책들을 체계 

적으로 수집하고 처분할 수 있었으며, 유용한 책과 소 

품들을 후배들과 나눔으로써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 

었댜 이전까지 모든 물품들을 구분 없이 폐기처분하 

고 후배들이 마구잡이로 책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러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꾸준한 행사를 통 

해 ‘바자회’라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 환경사랑을 

실천할수있어야할것이다, 

지난 1 년간 논산대건고 유네스코 부원들은 많은 활동들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들아보고 의식이 개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의 프로 

젝트인 미국자리공 퇴치 활동과 논산시 개구리 특별전 봉사활동을 하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피부에 와 닿았다. 미국자 

리공의 모습을 직접 보고 제거하면서 미국자리공이 빠르게 봉화산을 침식하고 있음을 체감하였고 그럼에도 볼구하고 환 

경을 지키려는 사람 또한 많기에 환경 복원의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청주에서 열린 충청도 전국 캠페인 주간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조사하면서 우리도 이제까지 모르던 분리수거 방법과 일반쓰레기의 처리 방법 등 생 

활 속의 환경보호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 바자회를 통해 자원절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부원들이 환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봉사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다양 

한 실험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 수 있었으며 서서히 아이들이 과학 실험 수업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보면 

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절실함을 느꼈다, 또한 아이들이 국사적인 지식을 습득하 

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역사 교육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 또한 미약하지만 이 사회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다는것이댜 

祐2., lii~H,ia, 1I-꿈, ?Io킥I(t-1-1는 m尤1언 1 I합.바였여rL? 

지금까지 교내 동아리 ‘4H'의 협조를 통해 미국자리공 퇴치 운동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전체 미국자리공 중 접근할 수 있 

는 면적의 약 30% 가량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활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봉사를 실시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실험에 임하는 모습 

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교 축제인 ‘대건제’에서 다문 

화 보드퀴즈를 진행한 결과 학우들의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며 세계화에 알맞는 여러 지식들을 

습득하게 하였다. 이 말고도 교내 바자회를 개최한 후 그간 원하는 사람이 버려지는 책을 수거해가던 문화 대신 바자회라 

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 매년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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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선택이유 

입시로 바쁜 고등학생들이 국제 시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주변의 외국 

인 근로자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율 문제라고 인식함,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인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동네, 지역사회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과 편견을 교내 동아리 활동을 동해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계화: 앞으로의 국제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 시사와 세계 여러 문화에 대해 배움 

으로써 저희의 지식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여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우리 스스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을바른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제 사회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인권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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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원인과 결과의 나무 만들기 • 자기주도 발표(매주 토요일)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인권침 ! 매주 토요일 동아리 시간마다 학교에서 각자 관심 있는 
해와 관련된 사과나무를 제작하여 뿌리에는 그 원인, 가 | 국제적인 사건, 사고, 인물을 조사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 
지와 열매에는 결과를 써서 학교 게시판에 전시하여 많은 | 어 수업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 위안부, 9·11 테러, 로널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사과나무를 게시함으로써 ; 드레이건, 마가렛대처 등등 여러 수업들을 진행하여 여러 

관심을 이끌어내서 학생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더 많은 생 ; 가지 국제시상식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 

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 인권 슬러시 판매(5월24일) \ ■ 국제시사관련 드라마 시청(매주 토요일)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학교 체육대회날 인권 슬러 f 매주 토요일 동아리시간에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뉴스름 
시를 팔아 학생들에게 인권존중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일깨 ; 이라는 국제시사와 관련된 미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인권 
워주고 기금을 마련하여 유니세프에 수익금 전액을 기부 ! 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시사상식을 기르고 여러 가지를 
하였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팔아봄으로써 l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댜 그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영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돈을 기부하면서 좋은 일을 ; 는 흑인들의 인권에 관련된 영화였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 

할때느끼는보람이 매우값지다는것을알게되었댜 \ 게하는영화였다 
............................................................................................................................................................................................................. 

• 환경캠페인(8월11 일) ! • 정신대 위안부 수요집회 참석(8월 14일) 
레인보우프로젝트 중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동아리는 많 圭 레인보우프로젝트 중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고 많 
은 논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환경의 중요성을 많은 다른 ! 은 생각할 거리를 남겼던 행사를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러 l 위안부 수요집회 참석을 꼽을 수 있다 서울로 올라가 수 
던 중 청주 시민들과 다른 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 요집회를 참석하였는데 1992년 1 월 8일부터 지금까지 
하는 환경캠페인을 계획했다. 청주 철당간에서 행사가 진 ;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데 

행되었는데 우리학교는 물풍선 던지기를 하게 되었다. 판 ; 우리가 간 8월14일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이고 여름방 

에 압정을 박고 환경에 좋은 것들에 관한 사진과 환경에 圭 학 기간이라 집회 관계자의 통계산정에 의하면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것에 관한 사진을 붙여 놓고 환경에 좋지 않 : 사람들이 참석한 집회였다고 한다.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은 사진에 물풍선율 던지면 터지도록 만들었다 아주 무 !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도 많이 볼수 있었다 고통 
더운 날씨여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 받고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 
래도 시민들과 타 학교 학생들과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 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고통을 나누었고 , 우리의 아 
있었고, 우리 자신도 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 I 픈 역사를 되돌아 보았다 이제 연세가 드셔 얼마전에도 
가 되었댜 圭 할머 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누가 그들의 아폰 상처를 치 

유해줄수있을까? 



• 세계시민선언(11 월9-10일) • 인권쿠키 만들기(11 월8일) 및판매(11 월11 일) 

11 월9일, 경기도 이천으로 유네스코 세계시민선언을 갔 圭 스스로 재료를 구입하고 반죽을 하고 오븐에 굽고 포장까 

댜 처음에는 가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 f 지 모두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인권의 증요성을 홍 
지만 |ce breaking 시간에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 보하기 위해 홍보물도 제작하였다. 금요일에 단들고 월요 
좋았댜 늦도록 함께하며 세시선 모두와 친해지고 생각을 i 일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식당 앞에서 팔았는데 판매하는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세계시민선언문을 작성할 때 다른 ! 게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뭔가 깨달은 점이 있어 좋았다 ! 그래서 그런지 수익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작게나마 학생 
전국 학교에서 모여 각 학교의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을 ! 들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 
보고 들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댜 너무 좋은 기억이 ! 댜 그리고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필리핀 태풍피해자들 
었기에 다음에 또 가고 싶다 l 을 위한 구호기금과 아프리카 아동의 예방주사 비용으로 

유니세프에기부하였댜 

자 1I,,E lL런1t t.t.l 01tt~111 I~社距겼i.,t-ft.?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들을 직접 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인권, 평화, 세계화라는 타이들에 비중을 두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롭고 뜻깊은 

경험이었다 나, 그리고 우리 동아리원들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 

접적으로 깨닫게 된 계기였고 이번에 참여한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앞으로의 나에게 유네스코 이념에 합당하고 좋은 일들 

을 지속적으로 하게할 마음을 갖게 하는 큰 영향을 주었다, 

祐l, @4%, 1막 ?Io킥^바I는 m尤;'111 빠바였c.,kL?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현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나누고 배우실 수 있으셨다고 하셨 

고 학교 내에서 인권 슬러시와 인권쿠키를 판매하면서 학교 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인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상기시켜 

주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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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다룬확 

C.C.U (Cross-Cultural Understanding)를 

통한 세계문화인되기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청주고등학교(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79) 

홈 페 이 지 http://www.cheongju.hs.kr 

지도교사 윤혜정선생님 

학생구성원 박민혁 권순태, 장기훈 이명호, 이영인, 김일환 류경민, 정재민, 김찬영, 박범효 

프로젝트선택이유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호주, 미국), CCAP 문화수업, 다양한 국제 문화 이해 동아리, 

선배들의 일본 대학 진학, 다문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시각을 폭넓게 세계 

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매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과 다문화 축제가 개최되는 

등 세계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c.c.u를 통한 세계문화인 되 

기’ 프로젝트가 학교 및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학교 친구들이 다른 문화권의 흥미롭고 다양한 문화 현상과 문화간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서로 

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알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세계화, 다문화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고유 문화를 먼저 알고, 친구들과 공유 

하고, 다른 문화 속 세계인에게 홍보하기 

• 'CCAP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 수업(일본, 중국, 인도, 미국)‘을 통한 타문화 이해하기 

• 외국 문화원을 탐방하고 체험하여 문화의 정취를 이해하고 학습하기 

• 다른 나라 음식 체험을 하고 조사 및 발표하기 

• 다문화 관련 영화 및 동영상을 시청하여 서로의 의견 공유하기 

• 지역내 다문화 축제 및 세계 박람회 관람을 통하여 비교-문화간 이해하기 

• 우리나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조사하고 탐방하기 

• 교내 학생들에게 유네스코 활동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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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CCAP 중국문화교실(5월 16일) ; • 쁘띠프랑스(Petite France) 문화체험 

추이카이팅 중국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중국문화수업을 | (5월 25일) 
진행하였다 다양한 중국 음식과 문화유산을 사진과 동영 !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쁘띠프랑스(Petite France) 프랑 

상 자료를 동해 감상하였고, 중국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 : 스 문화마을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 
는 것에 대한 예시와 이유를 알려주어 차이를 인정하고, : 럽의 다양한 문화 및 공연을 체험하고, 프랑스 전통 주택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 전시관을 둘러보며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맛보고, 또한 환 
직접 원어민과 말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중 ! 상적이면서 시적인 소설 ‘어린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국여행을 가서 반대로 우리 문화를 선생님처럼 전파해주 ! 생텍쥐페리 기념관에서 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고싶었다 

• 교내 영어프레젠테이션 대회(7월 11 일) • 세계문화자료 제작(7월~8월) 
유네스코 이념 구현을 위한 제 4회 교내 영어프레젠테이 ! 세계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문화자료를 
션 대회가 열렸다 여러 학생들이 범 지구적 문제와 유엔 ; 제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조사, CCAP 문화교실, 원어 

및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 지속가능발전교육, ; 민수업, 여행, 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비교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의 주제하에 친구들 앞에서 자 | 체험을 하여 다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문화 소개 자료 
신의 의견을 펼친 의미 있는 대회였다, 

• 과학축전 속에 빛났던 ‘유네스코'(8월 29일) 

에 담을 내용을 동아리원과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고 판넬 

제작을 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 동아리 부스 주변에 전시하고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 

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들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유네스코 부스를 방문한 많은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관심을 가졌다. 또 

환경을 생각하는 전통체험으로, 전통부채 만들기 행사를 하였다. 축전을 동해 친구들에게 유네스코를 알리고 세계문화 

속 우리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리는 뿌듯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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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UE IL런?t t.t.l 01tt.i111 l~l.님 I-~띠t-(l.? 

세계시민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담당 선생님과 계획하고 

실천해 가면서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학교생활을 더욱 보람차고 알차 

게 보낼 수 있었댜 타문화를 인정해주고, 비교해가며 글로벌 인재로서 시각을 더욱 키우고, 도전적인 삶의 주체로서 작은 

실천행동 하나하나가 소중함을 느낄 줄 알게 되었다. 또한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지속발전교육(ESD)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줄 아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다. 

祐2.., lii~H,~, 1I-꿈, Tlo꺽샤1-1는 01U:~'111 IPJ버뎃 .... kL? 

세계화란 단순히 서양의 문화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여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우리가 조사한 각국의 독특한 문화 소개 자료를 통해 친구들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이 몰랐 

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유네스코 지정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의 모형 전시 활동은 선생님은 물론 친구들에게 역사 

와 관련한 탐구활동으로 이꿀었다. 또한 우리들의 환경을 생각하는 전통문화체험활동으로 했던 ‘부채 꾸미기'활동은 유네 

스코 동아리 홍보는 물론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지속 발전시킬 수 있었다. 



괴산고등학교 情`I`3

올갱이와 함께 맑고 새로운 세상을 

@ I 
환경 

학교정보 학 교 명 괴산고등학교(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읍내로 106번지) 

홈 페 이 지 http://www.goesan.hs.kr 

지 도 교 사 장세근 선생님, 김영무 선생님 

학생구성원 윤주영, 임동민, 이승민, 김산호, 김노준, 이경미, 이슬이, 김광현, 강철민, 안지현 

프로젝트선택이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요즘 컨강식품으로 인정되는 올갱이가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 남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질이 좋은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을갱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 

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 지역 괴산군의 환경 파괴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큰 변화보다는 학생들이 ‘환경 보전’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 고유성을 지닌 올 

갱이를 보호해야 하겠다는 경각심율 학교와 지역사회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학교 근처 강에서 쓰레기 줍기 

• 을갱이 마을 탐방하기와 을갱이의 생식 환경에 대해 배우기 

• 괴산 쓰레기 처리장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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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괴산군 칠성면 둔율 올갱이 마을 탐방 : ■ 괴산군 칠성면 둔율 을갱이 마을 탐방 
8월 31 일 괴산군 칠성면 소재 둔율 올갱이 마을을 탐방 : 8월 31 일 괴산군 칠성면 소재 둔율 올갱이 마을을 방문 
하여 을갱이 전문가로부터 을갱이의 서식 환경과 특징 등 : 하여 올갱이를 직접 잡는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자연보호 
에 대하여 자세하게 학습하였다, : 활동을 실시하였다, 

................................................................................................................................................................................................................... 

• 괴산군 칠성면 둔율 을갱이 마을 탐방 ! • 푸른 농원에서 미선나무 학습 
8월 31 일 괴산군 칠성면 소재 둔율 을갱이 마을을 방문 l 5월 8일 학교 앞 푸른 농원을 방문하여 미선나무의 생육 
하여 유기농인 땅콩 수확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 환경과 그 특징에 대해 학습하였다. 

1Ic.,E IL런?t t.t.l. o,U:.i111 l~l님 I-닷c.,kL?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게 되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祐L, (산어%, 1I-꿈, ?Io꺽/41-l-l는 m江1언 1 I杓iBI-땅따t-ft.? 

우리들이 진행하는 쓰레기 줍기와 우리 고장 올갱이 보존을 위한 하천 오염 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 

게되었다 



상당고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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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E.C.0. 

학교정보 학 교 명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상당고등학교(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 

http://sangdang.hs.kr 

이고온선생님 

조상은, 조용현, 우연희, 한소영, 정세영, 남윤아, 이예진, 이상준, 이호중, 장재현, 

최장현, 박상진, 한유리, 전찬비, 송예진, 김소율, 이봄희, 윤주승, 최유순, 전형기, 

김은수, 김대호, 장은선, 김수연, 홍승희, 김혜리, 고명희, 황은주, 홍정민, 강기서, 

채찬기 

프로젝트선택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의 편리성단을 중요시하는 무분별한 환경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주변의 훼손된 환경부터 해결하자는 목표를 갖게 되 

었다, 먼저 교내 학생 및 지역민들의 인식부터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우리가만톨고자한변화 

우리 학교와 지역을 되돌아보면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이 

번 프로젝트로 지역민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 의식을 고취하고 어지럽혀진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 활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상당고등학교 유네스코가 하고자 했던 실천 약속은 에너지(수자원, 전력 자원) 절약 홍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조사 및 홍보 활동 등이다, 

• 에너지 절약 방법 조사 및 홍보와 친환경 세제 제작을 맡은 1 팀은 교내 학생들과 함께 EM세제 제 

작과 환경 퀴즈 제작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홍보를 맡은 2팀은 교내 급식소의 잔반의 양 조사와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 등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했다, 

• 분리수거의 중요성 조사 및 다양한 환경 보호 방법 홍보를 맡은 3팀은 교외 환경 캠페인, 환경 서 

명운동 등의 활동으로 지역민들이 환경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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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환경 관련 UCC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제작 ! • 에너지 절약! 생태계를 살려주세요!(9월 30일) 

(9월~10월) : 지구온난화에 대해 심각함을 느낀 우리는 에너지 절약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지구를 위한 작은 ! 방법과 생태계 악화를 알리기 위하여 교내 학생들이 직 
실찬이라는 주제로 UCC를 제작하였댜 이 UCC를 통해 ! 접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피켓을 만들어 에너지절약에 
학생들의 잘못된 환경의식을 개선하고 UCC를 만드는 과정 ! 관해 홍보하였댜 간단하게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에서 다양한 환경오염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제작하는 우리 ! 방법과 생태계 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교내 학 
또한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불어 일상생활 ! 생들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아껴 쓰겠다는 다짐과 함 
에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 께 또 다른 에너지 절약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 

깨달았다. : 하기도했다 
.................................................................................................................................................................................................................. 

• 환경 캠페인 ‘우리학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I ■ 환경사랑 100人 서명운동(9월 11 일) 
이번 레인보우 프로젝트 주제인 『환경』에 맞추어 ‘가까운 곳 f 우리 주위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개선 방안들 
부터 실천하자!’라는 취지로 학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캠 ! 을 알아보기 위해 교내 서명운동을 벌였다. 우리가 생 
페인을 도모하게 되었댜 약 6개월간 피켓제작, 학생 홍보 ! 각했던 것 보다 서명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 
활동 및 제작물 부착, 영양사님 인터뷰, 환경 UCC제작 등 ! 웠다. 한명 한명 서명 칸을 채워가다 보니 목표한 100 

여러 방면에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댜 | 명을 넘어서 총 131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었고,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한 생각과 다짐들을 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환경 보호 방법을 알게 해 

준유익한시간이었댜 



쟈 1VE lL런7t 스스L m江1어 1 I쳤i8(--앗vkt? 

지난 1 년간의 활동이 나에게는 내 인생을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1 년간 활동을 하면 

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일이 많았고 남들 앞에서 플래시몹을 한다든지 그간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다 또 이번 활동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은 생각한다. 정 

작 ‘환경을 지키자!’ 다들 말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몇몇 없다, 나 또한 그럼 사람 중에 한 명 이였다. 하지만 을해에 들어 

한 활동 중에 분리수거 활동이 있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실제 분리수거를 할 때 2번 손 

이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분리수거에 헷갈리는 물품을 쓰레기통에 붙여놓는 등의 활동 

을 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제 쓰레기를 버릴 때 

두 번 생각해서 버리거나, 친구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저건 일반쓰레기가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새롭게 깨달았다 우리가 약간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지구오염을 조금이라고 막을 수 있을 것이다, 

祐l, (선4%, 1막 1lo킥샤l-1는 m다;.,..,, 빠뱌였여rL? 

사실 우리 주변엔 환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유네스코의 많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 그 인식의 변화를 주었다. 우선 우리는 남들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 

하고 활동을 준비했다, 그 결과 성안길 시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재미있는 체험 거리와 볼거리들로 분 

리수거와 같은 사소한 것뿐 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 했던 지식과 인식을 1::l 坪|주었다. 그리고 교 

내에서 친환경 세제인 em 세제를 만들고 주위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학교 대청소 시간에 사용합으로 학교 내의 사람 

들에게 생소하지만 유용하고 환경을 지키는 세제임을 알리고 권장한 결과 청소시간에 일반 환경오염을 시키는 세제대신 

친환경 em세제를 사용하게 되었댜 또한 축제 활동에 환경에 대한 퀴즈나 마인드맵을 하면서 조그마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을 지루하고 관심 밖에 두던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친구들, 선생님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많은 정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식에 변화를 주어 사소하더라도 환경을 지키는 마음을 습관화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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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어고등학교 B @@] 틀
-다룬확 맏경 

GEM 프로젝트 

학교정보 학 교 명 청주외국어고등학교(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07) 

홈 페 이 지 http://cfl.hs.kr 

지 도 교 사 주미아 선생님, 이준봉 선생님 

학생구성원 최소영, 하대균, 박혜빈, 송희랑, 김지현, 박상수, 장해림, 민진홍, 0|관호, 김민지 

프로젝트선택이유 

청주에 있는 다문화센터는 시설은 물론, 관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 우리 

둘이 다문화가정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다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에 환경을 주제로 선정하였 

습니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사소한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잇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나와 다르다!’ 라고 보지 말고 ‘저 사람은 나와 같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 환경 - 호망지 대신 손수건 이용하기 / 생활복 단추 하나 폴기 / 분리수거 하기, 이면지 활용하기 

• 다문화 - 나와 다르다는 생각하지 않기 /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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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친구들과 국화 기르기 ; • 환경 실천나무 만들기 
10월 중순부터 유네스코 단원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국화 ! 유네스코 단원들과 나무에 자신이 환경에 대해 실천할 수 
를 가져와 창틀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화분 하나로 교실 I 있는 약속들을 써서 걸었댜 사진에 보이는 ‘음식물 남기 
분위기를 바꾸었고, : 지 않기’처럼 우리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걸 

: 었댜 

• 이면지 연습장 만들기 i • 충청도 화분 만들기 
교무실에서 버린 A4이면지와 모의고사가 끝난 후 남은 ! 캠페인에 사용될 화분을 유네스코 단원들과 방학 보충이 
답안지를 가져와 연습장율 만들었다. 연습장을 만든 후에 ; 끝나고 다 같이 심었다, 
는 딱히 연습장을 새로 살 필요가 없어져서 많은 호응을 • 

얻었다, 

"''vt lli런7t 스스L m江1언 l I屯i8뎃vt-ft_? 

한 가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른 학교학생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祐l, (선4%， 1막 1lo킥샤ti는 m다;.,..,, 빠뱌였c.,kL? 

전 저희 유네스코 단원들이 바뀜으로써 같은 과의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외국인이 옆율 지 

냐가도 곁눈질을 하지 않고 다문화에 대해 바르게 인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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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 日
『

®0 세게． 지역고유문희 

세상! 의한더불어가는 우리에 우리의, 

학교정보 학 교 명 

홈페이지 

지도교사 

학생구성원 

흥덕고등학교(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증안로9) 

http://www.hds.hs.kr 

정지황 선생님, 송해선 선생님 

김소현 정재현 정희주, 황인제, 이승엽, 손예린, 오지은, 고지윤, 이정희, 김채은, 

김혜빈, 박지은, 조수빈 채란영, 민경수, 안수법 안치원 정관회, 박가람 이지희, 

한희진, 구재민, 문대현 이준수, 최홍근, 강혜림, 이우진, 조민경, 박재원, 남지영, 

이나영, 정란희, 김용균, 김윤호, 정재헌, 조대한, 김소현, 신혜연, 유지수, 박지현, 

유가영, 임세진, 조민지, 최민지 

프로젝트선택이유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댜 외국인이나 혼혈인이라 하면 

기피감부터 들고 피하려는 경향이 학생들에게 많다, 또, 일본이나 중국 같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국가 

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판단하는 경향은 너무 심각하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학생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댜 또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잘 

못된 판단을 해외 외신이나 인터넷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다. 우리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우리가만들고자한변화 

첫째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을바른 인식을 가 

지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다문화가정을 직접 만나봄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있었댜 

둘째 무엇보다도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선진 세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를 무조건적 

수용하기보다는 우선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문화에 대해 알고 자부심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자 하 

였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 생물, 인류무형 지역문화 유산 등은 없는지 알아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국제 상 

을 뛰어넘어 지역문화에 대한 역사와 장점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그리 

고 보존을 위한 지속적 관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외국에 대한 편견과 우리나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자 하였다. 소외된 국가의 단점만을 바라보 

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생기게 된 사회적 구조와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됨으로써 공 

동체 시민으로써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한국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학업스트레스로 볼만이 많 

았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대적 문화적, 경제적 혜택에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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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세계화를 외국 브랜드 상품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또래집단에게 선진 외국의 문화를 무분 

별 하게 수용하는 태도로 인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알려주고 일깨워 춤으로써 상호보완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방법을 궁리하였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약속 

활동내용 

• 우리는 수동적이고 힘없는 개개 학생이 아니라, 풍성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탐구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함께 손을 맞잡음으로써 더 큰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분야를 찾아, 한껏 웃으며, 때론 땀방울을 흘리며, 때론 소리 높여 외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열정적이고 뿌듯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자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한다, 

• 외국인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열린 마음과 공감의식을 갖도록 한다, 

• 유네스코의 정신을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원인 결과 나무 만들기(3월) ; •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일지 블로그 만들기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우리학교 유 | (3월 27일) 
네스코 대표 6명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 ! 유네스코 1,2학년 서기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카페 
들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보았다 : 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기로 했으며, 언제든지 의견을 올 

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댜 이 소통의 장을 통해 

서 1,2학년들의 의견조율이 가능하게 되었다 . 
................................................................................................... 

• 유니세프모금활동(7월 8일~7월 12일) ! ■ 2013 다문화포로젝트(해피투게더)(1 년간) 

유네스코에서 시작하여 전교생이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 i 7가지 주제 중 선택한 다문화라는 주제로 활동을 했다. 
유네스코 동아리원들이 모금활동 캠페인을 주도하였고 ; 주변의 초등학교 다문화 학급에 방문하여 유네스코 동아 

전교생들이 함께 모금을 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댜 직접 ! 리와 1 년 동안 협력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심리적, 
적인 캠페인은 월요일 1 교시 자율 시간에 진행되었고 각 ! 육체적으로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을 보냈댜 
반에 가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을 부탁하는 활동을 .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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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t.,E IL런7t 스스L m尤;언 l 빠님(-~1,,rfl.? 

처음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보다는 확실히 ‘세계시만이라는 단어가 친근해 진 느낌이다. 뜬구름 같았던 다문 

화 이해 활동이 선생님과 동아리원들의 협력으로 기획-계획-섭외-결연-활동-평가의 단계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변화 

하면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해쳐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느꼈고, 특히 이 

많은 인원의 동아리원들이 한 해 동안 벌인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통해서 의견을 공유하며 때로는 서로 부딪히 

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는 동안 상생과 협력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몸으로 실현하는 한 해 

가 되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올바른 세계시민으로써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특별히 몇몇 학생들에겐 소극 

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성격들이 단체 활동과 다문화 학급 결연활동을 통해 더 대범해지고 적극적인 자기 표현력이 생긴 기 

회가 된 것 같다 어느 순간 다문화 아이들을 친동생처럼 안아주고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동해 나 

스스로 느끼기에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욜 인정하게 되었다, 

祐2.., Ii성%, 1I-꿈, Tlo킥샤1-1는 m尤;언 I 빠BI-땅다kL? 

우리는 2013년 레인보우 포로젝트 주제로 다문화, 세계화, 지역고유문화를 선택해 그에 알맞은 여러 활동들을 해 왔다. 

먼저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한 교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 할 수 있었고, 원인을 찾아 해 

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초까지 계속 진행 중일 우리지 

역 알리기 장기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동아리원들에게는 그동안 관심조차 없었던 우리 지역의 문화들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이 생겼으며, 유니세프와 연계하여 소외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식수펌프설치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진정성이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모금액인 60만원을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되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으며, 유니세프가 전달한 감사장을 통해 우 

리 전교학생 모두가, 힘을 합치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짧지만 긴 여운의 깨달음도 얻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우리자신, 친구, 학교선후배들, 그리고 인근 지역 학교 더 나아가 앞으로 서울 이태원 단체 방문에서 만냐게 될 외국인들 

과 나누게 되면서 작지만 결국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지 내년의 레인보우 프로젝트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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