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ForumBIE 2030, 새로운 교육 협력 단체 설립하며 폐막 

 

(지부티, 지부티 2020년 1월 29일 PRNewswire=연합뉴스) 제3차 ForumBIE 2030 폐막식에서 38 

정부, 시민사회 단체 및 학술 기관들이 균형 있고 포괄적인 교육을 위한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Balanced and Inclusive Education, UDBIE)에 가장 먼저 서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UDBIE에 명시된 야심과 약속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하에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30 

서명 당사자들이 교육협력기구(Organisation of Educational Cooperation, OEC)를 설립하는 데 

동의했다. OEC는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 재정 협력 및 교육 개혁을 위한 지원을 도모하는 

플랫폼과 기제를 만드는 Global South의 새로운 국제단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83651-new-organisation-educational-cooperation/  

 

또한, 지원하는 회원국에 대한 책무성을 보장하고자 '1 국가 1 투표권'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하에 총회를 운영할 OEC는 시민사회와 학술단체를 권한이 제한적인 준회원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OEC는 총회에 보고하는 한편, 교육 개혁을 지원하고자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완전소유 재무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회원국에서 사회와 

생태적으로 책임감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구조적인 방향을 설정한 이 자회사는 

결과적으로 OEC의 운영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OEC가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 조달을 통해 

회원국의 교육 개혁을 지원할 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OEC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구조로 설계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재 전략을 따른다. 또한, 

UDBIE 약속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역공동체,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를 설립 및 주재할 임무를 맡은 OEC의 초대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준비위원회는 

OEC 구성 헌장이 발효되기 전까지 OEC의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설립 서명국 중 최소 

10개국이 준비위원회를 승인해야 한다. 구성 헌장이 발효되면 제1회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UDBIE의 모든 서명국은 이문화 주의(Intraculturalism), 학제성(Transdisciplinarity), 

변증주의(Dialecticism) 및 맥락성(Contextuality)[ https://educationrelief.org/wp-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83651-new-organisation-educational-cooperation/
https://educationrelief.org/wp-content/uploads/2019/10/ERF-GlobalGuide.pdf


content/uploads/2019/10/ERF-GlobalGuide.pdf] 등 균형 있고 포괄적인 교육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수용한다. UDBIE 서명국은 OEC의 다부문 지원을 받아 맥락화된 인구수요, 국가적 

우선순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의무를 바탕으로 자국의 교육 제도 내에서 이들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교육구호재단(Education Relief Foundation, ERF)은 정책 개발, 역량 구축 및 시민사회 참여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균형 있고 포괄적인 교육을 발전, 도모 및 적용시키는 제네바 기반의 비영리 

비정부단체다.  

 

ForumBIE 2030[https://forumbie2030.org/] 회의 시리즈는 2017년 12월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합에서 제1차 ForumBIE 2030가 개최되면서 시작됐다. 2018년 11월에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2차 ForumBIE 2030에서는 균형 있고 포괄적인 교육의 윤리, 원칙, 정책 및 실행의 세계 

가이드[https://educationrelief.org/wp-content/uploads/2019/10/ERF-GlobalGuide.pdf]가 

발표됐고, 균형 있고 포괄적인 교육 세계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Balanced and Inclusive 

Education)의 준비를 요구하는 문서인 균형 있고 포괄적인 교육을 위한 국제요청(International 

Call for Balanced and Inclusive Education)[https://educationrelief.org/international-call/ ]의 최초 

서명이 이뤄졌다. 

 

로고: https://mma.prnewswire.com/media/1029418/ERF_Logo.jpg    

 

추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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