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스포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관용과 존중의 정신을 전파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권익증진,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교육,
사회통합에 점점 더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스포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세계를 바꾸다: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유엔 제70회 총회 결의안 A/RES/70/1 제37조 (2015.10.) -

Ⓒ ICM / 김형준 2018년 무예 열린 학교 키르키즈스탄 참가자 수련 모습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의 설립은 유네스코에 무예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다소 독특한 초점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평화와 비폭력 문화 정착의 촉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절제력 향상, 공정한 경쟁, 복원력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 유네스코 실사단의 센터 설립 타당성 보고서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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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예 정보 허브

센터 개요

조직도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이하 센터)는 제37차 유네스코

총희 결의안(2013.11.16.) 및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2015.12.1.)을 기반

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센터는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카테고리 2 기구로서 평화와
비폭력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무예 연구 및 지식공유, 역량 강화, 정보처리 및
선진국·개발도상국 협력증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감사

사무국

전략기획팀

국제협력팀

연구사업팀

이사회 이
 사회는 센터의 연간 업무와 예산 계획,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승인합니다.

사무국 사
 업 기획과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명시된 센터의 기능과 목적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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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1. 05.

2012. 04.

국제 전통 스포츠 및 놀이 센터 설립 신청서 제출
※ TSG: Traditional Sports and Games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명칭 변경 합의

※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성
타당 조사

유네스코센터 타당성 조사 실시

2012. 05.

제19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건 심의 의결

2013. 04.

제37차 유네스코 총회 센터 설립 승인

2013. 11.

이사회
집행

(191 EX/Decision 14 Ⅵ)

총회

(37 C/Resolution 41)

2015. 12.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2016. 12.

재단법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설립

센터 설립 협정(조약 제18662호) 체결

차 이사회
제1

기념식
설립

제1차 이사회 개최 / 설립 기념식

제1대 김시현 사무총장 취임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2017. 02.
5

기능 및 목적

가 센터는 다음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지식공유를 촉진함

1.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무예의 역할

2. 젊은 남녀의 건강 발달 및 그들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에 대한 무예의 기여

연구 및
지식공유 분야

3. 폭력 방지에 대한 무예의 기여

4. 지
 역 내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젊은 남녀의 무예에 관한 인식, 수용과 건강
·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5. 무예에서의 여성의 역할

나 젊은 연구원의 무예 연구를 장려함.

무예 철학, 문화적 가치 및 심신을 단련하는 기예가 포함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의 발달, 지도력 향상 및 공동체에의 참가에 기여함

역량 강화
분야

가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 각지의 젊은 남녀를 위한 무예 훈련 세미나 및 여름학교 실시

나 무예 “열린 학교”, 공동체와 문화센터 설립 지원
다 무예에 관한 국제 세미나 및 학술회의의 조직
라 세계 무예 청소년 모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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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
 육·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무예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수집, 보관 및 전파하는 자료처리센터를 설립 및 운영함

1. 모든 관련 자료의 수집

무예 관련
정보처리기관의
발전 분야

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
3. 온라인 소식지를 포함한 정기적인 정보지 발행
4. 세계 무예 도서관 겸 박물관 운영에 참여
5. 국제 무예 축제 및 박람회 개최 지원

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 전통 무예 개설서 및 용어집을 편찬함

가 사
 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소 지역의 젊은 남녀를 전통무예활동에 참여시킴

선진국-개도국
협력 증진 분야

나 평
 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앞서 적시된 연구 요소에 기반을 둔
사업을 개발함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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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국제 청소년
무예 캠프

청소년과 무예 지도자들이 직접 계획하여 이끌어나가는 무예 수련, 문화 교류와 참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배려와 이해, 팀워크, 책임감을 배움과
동시에 몸과 정신을 단련합니다.

2018년 국제 청소년 무예 캠프

2017년 국제 청소년 무예 캠프

8

www.unescoicm.org

무예 전문가
연수 사업

유네스코 회원국 무예 전문가 연수 사업입니다. 연구방법론 및 프레젠테이션 등의 이론 수업과
무예 실기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국
무예 교육 방법과 현황, 정책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무예 우수 교육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무예 전문가 연수사업은 청소년과 가장 불우한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세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자극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무예를 통해 사회문제의 개선방안을 찾도록 합니다.”
- 2017년 참가자 마티아즈 고메즈(스페인) -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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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
열린 학교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을 주요대상으로 무예 열린 학교를 개최합니다. 무예 수련, 문화 센터 교실,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참가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심신단련,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목표 합니다.

2017 케냐 무예 열린 학교

2018 요르단 무예 열린 학교

국제 무예
세미나

전 세계 연구원과 학자,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예와 청소년의 발달, 무예를 통한 여성

세계무예
조사

무예 현황 조사와 더불어 세계의 전통 무예

사회 참여 촉진과 권익 증진, 전통무예의 보전, 우수 교육 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수집된 연구 자료들은 센터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될 예정
입니다.

현황, 전파 및 정착 과정, 기반시설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청소년들이 세계
각 국의 무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개설서 및 용어집 발간과 무예 정보처리
기관 설립 기반을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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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공모전 등
세계의 모든 무예
기록과 자료의
수집·공유·전파

무예 사진 공모전과 예술작품 전시회·

대륙별
무예 관계자
회의

센터는 대륙별 무예 현황과 정책 정보

공모전 개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무예의 가치와 역할, 무예가 청소년
발달과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각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전달
합니다.

공유 기반을 다지기 위해 무예 관계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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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 정보 허브
무예
정보 허브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전 세계 무예 최신 동향과 소식,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급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무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무예의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철학에 공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추후 센터는 무예 분야 교육·학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무예 자료처리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무예 교육 우수사례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예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세계 무예 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글로벌무예네트워크 특별자문단

센터는 무예 전문가들을 글로벌 무예 네트워크 특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무예
소식과 정보, 학술 자료를 수집합니다. 특별자문위원의 원고와 멀티미디어 자료는 센터 정기
간행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세계 유네스코 관련 기관과 무예 단체들에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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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 Insight

(2017 ICM Newsletter →
2018 ICM Insight로
간행물 명칭 변경)

ICM Insight는 국제 무예 동향과 교육 우수사례, 인물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정보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에 참여하여 무예 정보 및

지식공유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종이책으로 발간되어
구독자들에게 발송되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또한 온라인
으로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ICM News

구독신청
독자의견

센터 분기별 소식지인 ICM News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센터와 유관 기관, 국제 무예 소식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센터 홈페이지 접속 →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메일 주소 입력 → 구독신청 완료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간행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메일(unescoicm@unescoicm.org)으로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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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건립 사업
위치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 세계무술공원

14

면적

건축연면적 5,736m2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

국제회의장, 다목적홀, 연구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www.unescoicm.org

Sport can teach values
such as fairness,
teambuilding, equality,
discipline, inclusion,
perseverance and respect
- Director-General of UNESCO, Audrey Azoulay -

© UNESCO / C. Alix

“Building peace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 through
martial arts”

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주소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홈페이지 www.unescoic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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