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의 교육·과학·문화 전문기구로서 일찍이 문화를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발전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1988년 선포한 세계문화발전

10년을시작으로지속가능발전에있어서문화다양성의중요성을강조한2001년세계문화다양성선언과2005년문화다양성협약등이대표적인예입니다.

이리나보코바유네스코사무총장은특히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MDGs)에문화가배제된것을지적하면서문화를포함한포괄적인발전정책과체계의수립을역설해왔습니다. 그

결과지난해제66차유엔총회에서‘문화와발전’의제가결의안으로채택되고 2015년이후이의제에관한유엔중심의국제회의개최를제안하는등발전을위한문화의역할이국

제사회의조명을받게되었습니다.

학계에서문화예술기반의창의경제나산업, 창의도시등에관한연구성과가축적된것에비해아직까지문화와발전의관계는일반대중에게널리알려지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

이에문화체육관광부와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문화와발전’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여문화와발전에관한보편적이론정립과풍부한사례발굴을도모하고자합니다.각계에서엄

선된전문가들이참여하는 2012년‘문화와발전’라운드테이블이국내외에의제를널리확산시켜문화와발전에관한유엔회의의개최를촉진하며, 나아가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

을모색하는기폭제가되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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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발전’의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은“문화는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한문화정체성을보호하는노력이활발하고, 문화를발전의새로운원동력으로활용하는창의산업이확대되고있는경향은이를뒷받침하는현상으로이해할수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70년대무렵부터문화와발전의관계에주목하며, 개발도상국과의협력과국가및국제적수준의문화정책수립을강조했습니다. 88년 선포한‘세계문화발전 10년’은개발

에있어서△문화적차원을고려△문화정체성증진△문화적생활참여확장△국제문화협력증진등의네가지목표를설정했고, 이에따라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펴낸‘우리의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보고서(1995)에서창의성과더불어양성평등관점, 청년의역할등을집중조명했습니다.

2000년 9월전세계 189개국가가채택한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문화’가사실상배제됨으로써국제무대에서잠시퇴장하는듯보였던‘문화와발전’의제는최근다시중요한화두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제 65, 66차 유엔 총회에서‘문화와 발전’의제가 연달아 주요 결의안(A/RES/65/166, A/RES/66/442)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문화의관점에서지속가능한발전대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와정보공유, 정책 개발, 국가 및 지역내협력강화등을촉구하고, 2015년 이후에유엔주도의‘문화와발전’국제회의를개

최할것을제안했습니다.

‘문화와발전’의제는산업화나국민소득의증가와같은단순한경제성장의차원을넘어서서발전의의미를되돌아보게하는데에그의의가있습니다. 특히세계화의파고아래날로심화

되는양극화와환경파괴, 지역공동체훼손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기존의발전방식을성찰하고인권과민주주의존중, 문화다양성의실현그리고지속가능성등과같은보편적가치

들에관심을기울이게합니다.

라운드테이블은그동안국내에서진행되어온‘문화와발전’논의를한자리에모으고국제적수준의의제설정에기여하기위해마련된장입니다. 라운드테이블을이끄는전문가패널은문

화인류학,경제학,사회학,국제관계학,문화예술,문화정책,예술경영등여러분야의학자들과공공및민간영역에서정책을개발하고실행하는실무자들을망라하고있습니다.

모두세차례에걸쳐열리는 2012 문화와발전라운드테이블은 1차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문화다양성의역할’, 2차는‘한국국제개발협력의문화적성찰과대안’을주제로진행되며, 주제

별발표와토론,패널종합토론으로구성됩니다. 1, 2차의논의를종합해서국제심포지엄형식으로개최되는 3차는 2015년에종료되는MDGs이후대두할국제사회의새로운발전목표에문

화의역할을명시·제고하는방안을모색합니다.

●제1차: 문화와발전라운드테이블

일시 | 6월 22일(금) 14:00-18:00

주제 | 지속가능발전을위한문화다양성의역할

장소 | 밀레니엄서울힐튼 3F 코랄룸

●제3차: 문화와발전라운드테이블

일시 | 12월 7일(금) 10:00-18:00

주제 | Post-MDGs에서의문화의역할제고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대강당

●제2차: 문화와발전라운드테이블

일시 | 9월 21일(금) 14:00-18:00

주제 | 한국국제개발협력의문화적성찰과대안

장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유네스코홀

<제 1부: 기조발제>

문화권관점에서본한국의국제개발협력

<제 2부: 주제발표·토론 ‐한국의문화분야국제개발협력>

한국문화ODA, 현황과전망

문화분야국제개발협력의새로운흐름

<제 3부: 종합라운드테이블>

한국의국제개발협력을말하다: 문화를중심으로

<제 1부: 기조발제>

Post-MDGs에서의문화의기여

<제 2부: 2012 연구사업발표및토론>

문화와발전: Post-MDGs 시대의과제와전망

<제 3부: 종합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위한문화의주류화방안

<제 1부: 기조발제>

문화다양성관점에서본지속가능발전

<제 2부: 주제발표·토론 ‐문화를활용한여러사례>

문화자산의지역발전적용사례

문화예술이지역발전에미치는영향

개도국의발전을위한문화유산과고유문화의역할

<제 3부: 종합라운드테이블>

문화다양성과지역문화의활용

라운드테이블 소개

1966
국제문화협력원칙 선언

2000
새천년개발목표(MDGs) 채택

2004 UNDP

인간개발보고서

1988-1997
세계문화발전 10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1995

2012
‘문화와발전’라운드테이블 3회개최

‘문화와발전’연구보고서발간

2013 (예정)
‘문화와발전’전문가국제회의세계문화정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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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
‘문화와 발전’의제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