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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I-경희 국제회의’는 경희대학교와 UNAI(UN Academic Impact) 

가 유엔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9월 15일 서울 

(9월 14일, 뉴욕)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세계평화의 날/해는 

1981년 경희대가 제안하고 유엔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되었다. 이후 유엔

은 1982년부터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했다. 

냉전체제의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세계대학총장(IAUP) 

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해가 제안되던 무렵,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해 1월 1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상대 국민을 향해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Soviet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달하면서 평화무드가 조성되었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 

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

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UNAI-경희 국제회의’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해가 지난 30년간 이루어 

놓은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평화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지구적 

난제를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으

면 한다.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

G I V E  P E A C E  A N O T H E R  C H A N C E



유엔(the United Nations)과 경희대학교 그리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2011년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다. 올해는 경희대학교가 제안

하고 유엔이 제정한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이기 때문이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IAU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제6차 총회에서 조영식 경희대 총장은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

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3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 산하 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엔과의 협력 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있다. 

각별한 의미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은 2010년 11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창설된 UNAI(the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가 출범 이후 처음

으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설립목적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창설된 최초의 유엔 기구인  

UNAI는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 

서 이번 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의 주제 “고등교육과 인류의 존엄(Higher 

Education and Human Dignity)”이 깊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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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실과 습득과 지식 사이의 조화를 조망하고, 인간적 

가치를 재발견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일의 중요함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순수 학문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이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더 나은 인간’의 가능성이 배제

되고 있다. 교육의 진정한 가능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고등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인정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학술, 혁신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의 커

다란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다. 그 거대한 영향력을 더 나은 세계를 만들

기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더 나은 세계”란 인간의 창

의력으로 우리의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소비행태를 사회적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세계이며, 질병, 결핍, 좌절을 해소하기 위한 학술 

연구가 적극 장려되고 지원받으며, 아직도 국가와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장벽, 불관용이 극복된 세계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널리 알리고 실현하

기 위해 UNAI가 설립된 것이다.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 평화, 발전, 인권 간 상호의존성이 더욱 커졌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결 
 여되면 나머지 요소들도 위협받는다.

(2) 군사적 야욕보다 불관용이 더 큰 문제다. 불관용이 갈등의 원인이 되 
 고 있다.

(3) 그러한 갈등이 국가들 사이는 물론 국가 안에서도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4)  참여 민주주주의가 금지된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
는가 하면, 평화적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시도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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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 물 부족, 자연재해, 전염병 등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요소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 위험요소들은 평화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6)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7) 급속하게 발전하는 개인 간 의사소통 수단이 지식과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증오와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 모든 현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각 현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

협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 깊게 타인

을 배려하고, 온정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학문분야를 넘어서는 교육적 수

단과 역량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UNAI-경희 국제회의가 고등교육과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위와 같은 ‘지구적 난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9월

UNAI 사무국 작성 / UNAI-경희 국제회의 사무국 번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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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 제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 (Give Peace Another Chance)

일 시  2011년 9월 14일 (뉴욕) / 15일 (서울) 

장 소  유엔 본부 /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19:20~19:30   Multimedia Presentation  “Here and Now: At the Forefront of Peace” UN Webcast 

   19:30~19:33   Musical Performance  “This Life That’s Lent to You” by B. N. Chapman UN Webcast                                 

   19:36~19:44   Welcome Address  Ban Ki-moon (Secretary-General, UN) UN Webcast

   19:45~19:53
  Keynote Speech  Inwon Choue (President, Kyung Hee University) UN Webcast 
    “On Peace, Another Dream Ever Onward”

    19:55~20:55

  Roundtable  Higher Education and Human Dignity UN Webcast

  Moderator   Ramu Damodaran (Chief, UNAI)
   Panelists                            Aftab Seth (Chairman, India Global Link Co. Ltd.) 
                                            Beth Nielsen Chapman (Singer-songwriter)
                                            Eduardo Ulibarri-BilBao (Permanent Representative of Costa Rica, UN)
                                            Francis Deng (Special Advisor to the Secretary-General, UN)
                                            Norhan Basuni (Board Member, Brooklyn for Peace)
                                            Yersu Kim (Professor Emeritus, Kyung Hee University)

   20:55~21:35   Q&A   (in real-time between Seoul and New York) UN Webcast

   21:35~21:50 

  Concert        UN Webcast

  Dvorak, Piano Quartet in E-flat Major Mov. 4   
    Julius-Jeongwon Kim (Piano) / Ko-Woon Yang (Violin)                            
    Jin Won Yoon (Viola) / Young Song (Cello) 
                        Magnolia Blossom
                            A Kyeong Lee (Mezzo-Soprano), Sung-Hoon Hong (Tenor) 
                          Kyung Hee Orchestra conducted by Seung-Eop Yoon 
                          Kyung Hee Chorus led by Sun-Wook Lee                

    21:50~21:55   Chorus         “Imagine” by John Lennon    UN Webcast

                          (All members of the Seoul-New York audience participate)

유엔 웹캐스트 www.un.org/webcast  UNAI_경희 홈페이지 unai.khu.ac.krUN Headquarters, 14th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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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유엔 본부와 서울 평화의 전당을 실시간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유엔 웹캐스트를 통해 이 회의에 실시간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전당에 오시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

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패널리스트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8:20~08:30   영상 “지금-여기가 평화의 맨 앞” UN Webcast 중계방송

   08:30~08:33   축가 B. 채프만,  “This Life That’s Lent to You” UN Webcast 중계방송

   08:36~08:44   개회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UN Webcast 중계방송          

   08:45~08:53
  기조연설 조인원 경희대.경희사이버대 총장 UN Webcast 중계방송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제언”                                                                            

    08:55~09:55

  라운드테이블 고등교육과 인류의 존엄 UN Webcast 중계방송

  사회 R. 다모다란 (UNAI 사무국장)
  토론  A. 세스 (Global Link 회장)
 B. 채프만 (싱어송 라이터)
 E. 울리바리 빌바오 (유엔 코스타리카 상주 대표부 대사)
 F. 덩 (유엔 특별 자문역)
 N. 바수니 (시민사회운동가)
 김여수 (경희대 명예 교수)

   09:55~10:35   질의응답 (실시간 양방향 질의응답) UN Webcast 중계방송                            

   10:35~10:50 

  기념공연    UN Webcast 중계방송

          드보르작 피아노 사중주  

           김정원 (피아노) / 양고운 (바이올린) / 윤진원 (비올라) / 송영훈 (첼로)  

          목련화  

           이아경 (메조소프라노) / 홍성훈 (테너)

           경희오케스트라  지휘 윤승업

           경희합창단  지도 이선욱                                                                                         

    10:50~10:55   합창   존 레논의 “Imagine” (서울-뉴욕 청중 모두 참여) UN Webcast 중계방송

유엔 웹캐스트 www.un.org/webcast  UNAI_경희 홈페이지 unai.khu.ac.kr평화의 전당, 9월 1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며,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2011년  

192개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2년 1월 1일부터 5년간 연임하게 되었다.  

반기문 총장의 관심사는 기후변화, 전염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 동요, 식량,  

에너지, 물 부족, 여성평등, 여성권리 등이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조정 역할자로

서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들에게 발언권을 제공하고 또, 유엔 기구 강화를 위해 노

력해왔다.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빈곤과 문맹퇴치, 인권신장, 지속 가

능한 개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0년 UNAI의 창설을  

주도했다.

“우리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탄생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UN 시스템과 글로벌 영역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UNAI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촉진하기를 원합니다.”

개회사

세계평화와 대학의 새로운 역할
World Peace and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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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원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총장

‘삶과 정치의 미학적 공간’을 논해온 정치학자다. 이성과 감성, 인간과 제도, 현실

과 낭만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현실정치(Realpolitik)’를 재구성하는 것이 그의 관심 

사다. ‘초월적 사회 참여’를 통해 인간적인 미래 사회를 구현하고, 이념적 대립과 갈

등이 만연한 오늘의 현실정치를 넘어서고자 한다. 학자 겸 실천가인 그는 <국가와 

선택>, <포월의 초대>, <문명충돌 현장을 가다>, <탈 20세기 대화록>, <정치의 미래>,  

Transformative Challenges: Modern Civilizations and Beyond 등을 출간했다.  

서울NGO세계대회 삼자공동추진위원회 한국 대표를 역임했고, 미래재단 자문위원,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 의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을 넘어, 궁핍과 풍요, 

소외와 포용, 고통과 연민의 간극을 좁혀가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기조연설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제언
On Peace, Another Dream ever O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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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패널

고등교육과 인류의 존엄
Higher Education and Human Dignity

10

R. 다모다란(R. Damodaran)   유엔 공보처(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부국장이자 

UNAI(UN Academic Impact)의 책임자다. 유엔 공보처,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NGO 단체 간 

협력관계를 조율하고, 전시회와 음악회를 비롯한 유엔 공보처 특별 행사와 유엔 연보 발행을 

책임지고 있다. 인도 수상 보좌관과 러시아, 유엔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했고, 인도 TV와 라디

오를 포함한 언론과 출판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A. 세스(A. Seth)   현재 인도 글로벌 링크(Global Link) 주식회사 회장으로, 일본, 베트남, 그

리스 주재 인도 대사를 역임했다. 일본 게이오대학교 세계안보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하버드대 랴이샤워 연구소, 워싱턴 DC의 허드슨 연구소, 러시아 모스크바대

와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베트남 국제관계연구소와 베트남대 등에서 강의했다. 델리대 스테픈

칼리지와 옥스퍼드대 크라시스트 처치 칼리지를 졸업하고 그리스의 아메리칸대학에서 법학박

사 학위를 취득했다. 

“UN의 설립목적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창설된 최초의 UN 기구인 UNAI는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주제 고등교육과 

인류의 존엄이 깊은 관련이 있다.”

“순수 학문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이 특정 주제에 지나

치게 몰입한 나머지 ‘더 나은 인간’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다. 교육의 진정한 가능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고등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인정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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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채프만(B. N. Chapman)   미국의 컨트리와 팝 음악 싱어송 라이터이다. 1976년 록 그룹  

‘하모니’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주로 평화, 인간애, 강인한 희망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 영혼

을 울리는 음악이라는 평을 듣는다. 1969년 독일에서 미국 알라바마로 이주하던 무렵 마틴 루

터 킹 목사의 죽음을 목격하고 인간의 역경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1997년 발표한 “모래와 물

(Sand and Water)”은 수많은 사람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Healthy Child Healthy World 

등의 사회공헌 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http://www.bethnielsenchapman.com

E. 울리바리 빌바오(E. U. Bilbao)   주 유엔 코스타리카 상주 대표부 대사, 유엔 정보위원회

(Committee on Information) 의장이다. 정보통신, 언론, 정치 분석, 출판과 표현의 자유, 공공 

투명성 등에 대해 해박하다. 20여 년간 코스타리카 주요 언론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2003년부

터 교육과 자문 활동을 했다. 다양한 공공 및 사립 기구 이사직을 맡는 한편, 코스타리카와 남

미 주요 언론에 많은 글을 기고했다. 1952년 쿠바에서 태어난 그는 1966년 코스타리카로 이주, 

1970년 코스타리카 시민이 됐다.

F. 덩(F. Deng)   유엔 대량학살 및 잔혹 행위 방지 계획 특별자문역이다. 현재 미국 평화연구

소에서 수단 평화지원계획 담당 소장을 맡고 있다. 수단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유엔 인권 

담당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단 대사로 활동했다. 예일대학교에

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MIT 국제문제연구소의 빌헬름 연구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

교수 등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간 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고, 2000년 로마대상(Rome Prize)

을 수상했다.

N. 바수니(N. Basuni)   뉴욕시립대 재학 시절 이슬람 문화, 테러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

했다. 현재 9.11 10주기와 관련해 뉴욕시 공영라디오방송국의 리포터와 존 제이대학 국제인권

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미국회교협회 홍보담당관과 Brooklyn for Peace의 

이사이기도 하다. 2009~2010년 전미 모의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았

다. 2011년 1월에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 타리 광장(Tharir Square)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에  

참가했다. 

김여수(Y. Kim)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명예 교수, 철학자. 유네스코 본부 철학윤리국장

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세계철학자연맹 집행위원과 부회장으로 있

을 때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철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20여 년간 서울

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2005년 이후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원장, 미래문명원 원장

으로 재직했다.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본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언어

철학, 문화철학, 보편윤리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

 G I V E  P E A C E  A N O T H E R  C H A N C E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과 함께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한다. 

대학의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지향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새 패러

다임을 열어가는 것, 경희가 모색하는 새로운 가치다.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URL  http://www.khu.ac.kr

UN Academic Impact(UNAI) 

UNAI는 유엔이 세계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빈곤과 문맹 퇴치, 인권 신장,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10년 창립되었다.

UNAI 홈페이지 URL  http://academicimp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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