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째 와이즈북(WISE Book),  

‘교육의 {재}조명(Learning {Re}imagined)’ 출간 

� 새로운  와이즈북 (WISE Book), 전  세계  교육  분야의  기술적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  
 

2014년 10월 1일 (카타르 도하) – 전 세계 교육분야의 혁신을 도모하는 비영리기구 와이즈(WISE, 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가 세 번째 와이즈북인 ‘교육의 {재}조명: 연결사회가 변화시키는 
교육에 대하여(Learning {Re}imagined: How the connected society is transforming learning)’를 출간했다. 
이번 와이즈북은 ‘에듀케이션 디자인 랩(Education Design Labs)’의 창립자인 그래험 브라운-
마틴(Graham Brown-Martin)의 글과 세계적인 사진작가 뉴샤 타바콜리안(Newsha Tavakolian)의 
사진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 사회가 교육의 변화를 이끈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세 번째 와이즈북 발간에 대해, 와이즈 의장인 카타르 재단의 셰이크 압둘라 빈 알리 알타니 박사(His 
Excellency Sheikh Abdulla bin Ali Al-Thani, Ph.D)는 “와이즈북은 오늘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육의 
도전과제에 접근하는 혁신적인 방법 및 독창적인 관점들을 제공한다. 이 책이 교육 분야의 현대적, 
창의적인 사고모형을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와이즈북을 위해 작가와 사진작가는 브라질, 중국, 가나, 인도, 요르단, 레바논, 카타르, 싱가포르, 
UAE, 영국 및 미국 등지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 각국의 학교와 교육 프로젝트들을 방문하며, 교육자 및 
교육분야의 혁신 리더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와이즈북에서는 현재의 연결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지 등, 교육 분야의 도전과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조명하고 있다. 기술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하면서, 사회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띄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회 안에서 교육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커다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있는 지 등 
다양한 담론이 포함됐다.  
 
그래험 브라운-마틴은 “우리의 목표는 교육 분야에서 기술을 둘러싼 논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실제로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며, 성과는 물론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며, 첨단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때에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작가인 뉴샤 타바콜리안은 “기술을 통해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사람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교육의 변화가 단지 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간의 교류와 소통의 힘을 포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했다”고 전했다. 

와이즈북을 통해 독자들은 학습과 교육 분야의 혁신을 찾기 위한 전 세계로의 여정을 떠나게 된다. 
와이즈북은 서적 외에도 모바일 기기용 무료 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사용자들은 
약 4시간 분량의 디지털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와이즈북은 ‘삶을 배우다: 직업을 위한 교육의 획기적 혁신(Learning a Living: Radical Innovation in 
Education for Work)’과 ‘교육 혁신: 전 세계 선구자들의 교훈(Innovation in Education: Lessons from 



Pioneers around the World)’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발간된 바 있다. 
 
와이즈 및 세 번째 와이즈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와이즈 홈페이지 (www.wise-qatar.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마존(Amazon, http://amzn.to/1saDXYh) 에서 구매 가능하다. 

# # # 

와이즈  (WISE, 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 에  대하여 : 

와이즈는 2009 년 카타르의 왕비,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Sheikha Moza bint Nasser)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카타르 재단에 의해 설립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촉진 및 
발굴하고 공유하는 교육 분야의 유일한 국제적 혁신 프로젝트다. 또한, 매년 세계적인 교육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협력과 실행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다. 2014 년 세계교육혁신회의는 오는 11 월 4 일부터 6 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와이즈북  소개 : 
와이즈북은 교육 분야의 혁신적 사고와 우수 관행을 지원, 보급 및 장려하고 있다. 와이즈는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21세기를 준비시키는 교육 분야의 도전 과제를 다루는 두 가지 와이즈북을 발간한 바 있다. 
와이즈북 저자와 사진작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프로젝트 및 관행의 효과를 조명한다. 
 

저자  소개  – 그래험  브라운  마틴 (Graham Brown Martin) 

그래험 브라운-마틴(Graham Brown-Martin)은 에듀케이션 디자인 랩 (Education Design Labs;EDLabs)과 
새로운 학습 및 교육 관행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플랫폼, ‘Learning Without Frontiers(LWF)’의 창립자이다. 
LWF 창립 전에는 교육용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몸 담으며, 창의적이고 기술 
혁신적인 기업을 설립했으며, 이 기업은 이후 필립스 전자(Philips Electronics) 및 버진 인터렉티브(Virgin 
Interactive) 등 대기업에 매각됐다. 이외, 그래험은 일부 개도국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기술 
분야의 경력 외에도, 그래험은 더 폴(The Fall), 말콤 맥라렌(Malcolm McLaren), 솔트탱크(Salt Tank) 및 
퓨쳐 사운드 오브 런던(Sound of London) 등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약하며, 그래픽 아티스트 Buggy 
G Rinhead와 함께 영화 ‘로스트 인 스페이스(Lost in Space)’의 우주선 컴퓨터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또한, 
타임스 교육 전문지(The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리베라시옹(Libération), 더 어싸인먼트(The 
Assignment), 트레이스(Trace), 트렌스컬쳐랄리즘(Transculturalism), BBC 머니 그로그램(BBC Money 
Programme), 가디언(The Guardian), 매니지먼트 투데이(Management Today) 및 타임스(The Times) 등 
다양한 매체 및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래험은 네 아이와 함께 영국 런던 남동부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작가  소개  – 뉴샤  타바콜리안 (Newsha Tavakolian)  

뉴샤 타바콜리안(1981년 이란 테헤란 생)은 16세부터 이란에서 전문 사진기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여성 
사진기자는 5명 뿐이었을 만큼 여성이 사진기자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절, 그녀는 
여성일간지 ‘Zan’에서 정규 사진기자로 일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18세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격렬했던 1999년 학생 운동을 취재하는 등 최연소 사진기자로 활약했으며, 당시 가장 개혁적이었던 
신문인 Neshat의 1면에 일주일 내내 뉴샤의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21세에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 이란,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및 예멘에서 전쟁, 자연재해 등을 사회적 다큐멘터리로 
취재했다. 그녀의 취재 내용은 타임스 매거진(Time Magazine), 뉴스위크(Newsweek), 스턴(Stern), 
피가로(Le Figaro), 컬러스(Colors),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슈피겔(Der Spiegel), 르몽드(Le 



	  

	  

	  

Monde), NRC 한델스블라트(NRC Handelsblad) 및 뉴욕 타임즈 매거진(The New York Times Magazine) 
등 해외 잡지 및 신문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26세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입사, 
취재한 사진이 2008년 8월 유럽판 표지에 실렸으며, 같은 시기 RAWIYAH라는 단체를 창설했다. 이후 
2009년,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입사, 이란 총선으로 인한 폭동 및 소요 사태로 취재가 
어려운 가운데 총선을 취재했으며, 이후, 다큐멘터리와 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진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2년, 자신의 메카 순례 경험을 담은 첫 번째 작품집, ‘다섯 번째 축(The Fifth Pillar)’를 
출간했다. 최근 몇 년 간,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The Victoria & 
Albert Museum), 첼시 미술관(Chelsea Art Museum) 등에서 그녀의 사진들이 전시되었으며,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는 그녀의 작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미 그녀의 작품 일부를 소장하고 있는 LACMA와 
임대 전시 중인 보스톤 미술관(Boston Museum of Fine Arts)에서도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보도자료  문의 : 
와이즈 홍보대행사 웨버샌드윅 
김주희 부장 02-6250-7051 / janet.kim@webershandwick.com 
김민진 대리 02-6250-7053 / lynnette.kim@webershandwick.com 
김나래 AE 02-6250-7059 / nicole.kim@webershandwi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