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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2022년 Global Youth Network 2기] 성명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굿네이버스 Global Youth Network에 참여한 16개국 대표 청소년들로,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에 

대해 배우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 활동(Good Action)’으로 함께 행동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작은 실천을 모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모은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Global Youth Network 활동을 통해 각국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고, 기후위기 문제가 

미뤄도 되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힘

만으로는 막을 수 없으며, 모든 세계시민이 협력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16개국 377명의 청소년들이 목소리

를 모아 함께 외칩니다.

기후위기 문제 중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후위기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홍수, 가뭄, 폭염, 한파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높아진 기

온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긴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육

상생태계가 파괴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와 식량이 부족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빈곤과 

기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로 전력을 생산하던 지역의 경우, 물 부족으로 전기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기존보다 심각한 태풍과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켜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

을 위협하는 수인성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온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도시들

이 침수되며 수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온이 변하면서 해양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후위기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여,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벌목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

는 지구 가열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현재의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상승하면 탄소 배출

을 멈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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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사용

하지 않는 전기제품과 전등은 끄고 플러그는 뽑아두었습니다. 시간을 정해 전기를 절약했고, 에어컨 사용

을 줄이고 대신 선풍기를 사용했습니다.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쌓아두었던 메일을 삭제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

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학교 주변과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

동을 진행했습니다. 일상 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나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

기 위해 노력했으며 텀블러를 사용하고, 손수건을 휴대하고, 업사이클링 소재의 옷을 입거나 물건을 재활

용하거나 재사용했습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고 직접 재배한 채소를 먹거나, 물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했으

며, 퇴비를 사용하여 나무와 채소를 심고, 식물을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나쁜 습관을 바꾸고 사소하며 일상 속에서 하기 쉬운 작은 행동을 

실천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도 변화할 수 있도록 캠페

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터전을 함께 지켜줄 것과 기후위기는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하는 일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실천 활동(Good 

Action)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 케냐는 정부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과 국가 기후변화 정책 프레임 

워크(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Framework)가 저탄소 및 기후 탄력적(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개발을 위한 지침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후변화 기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지

침에는 기후적응, 산림회복, 친환경 스마트 농업 및 친환경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및 가뭄 관리가 포

함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생리대와 같은 일회용품을 재사용 가능한 생리대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각국의 정상, 세계시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1. 국제사회 리더들에게 촉구합니다. 

- 우리 16개국 Global Youth Network 청소년들은 국제사회의 무책임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리더들이 지구온난화를 멈추거나 억제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 특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향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효과적

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 또한 기후와 관련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시민들

이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약속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청소년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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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 우리는 각국의 정상들에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국이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한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며 협력하는 지구촌을 만들어

주세요.

-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주세요. 또한 국민들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적으로 실시해주세요. 

- 사회 모든 부문에서 환경친화적 자재를 사용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해주세요. 친환경 

자재는 적정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 우리는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안전하고 깨끗하며 정의로운 에너지를 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해주세요.

- 탄소중립을 위해 자연훼손을 멈추고 산림과 갯벌 등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구체화해주

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등 식물을 가꾸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

도록 격려해주세요. 또한 청소년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세

요.

3. 세계시민들에게 촉구합니다.

- 기후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하므로 우리 모두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라는 선물을 준 지구를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와 정부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주세요.

-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말처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 세계 모

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생

활방식을 바꾸려 노력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내가 먼저 시작해야

지!’라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지속해주세요.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현재와 미래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행동해주세요. 

2022년 7월 22일

Global Youth Network 16개국 대표 청소년 3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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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5명] 강병연, 강윤아, 강지석, 강하은, 고은우, 곽서율, 곽영채, 구건희, 구보나, 권명원, 권민서, 

권예은, 권오성, 권은서, 김가현, 김건우, 김곽유로, 김담은, 김도윤, 김도현, 김동욱, 김민서, 김민진, 김보민, 

김서윤, 김서율, 김  송, 김수아, 김수연, 김수희, 김시후, 김연재, 김영제, 김영환, 김예은, 김윤아, 김윤희, 

김은서, 김이현, 김정원, 김주현, 김지민, 김태영, 김태우, 김태은, 김하람, 김현수, 김현준, 김효린, 나강우, 

남지원, 노예린, 류예담, 문승진, 문윤하, 문은진, 문재혁, 문종혁, 문준영, 박가율, 박건우, 박경빈, 박다희, 

박동욱, 박동후, 박민주, 박서연, 박성열, 박세현, 박수빈, 박시유, 박시하, 박우영, 박은서, 박은혜, 박정빈, 

박  진, 박채린, 박해용, 반준호, 방선빈, 배성준, 변시우, 서예준, 서우진, 서정빈, 서준영, 손태현, 송도연, 

송민준, 송성윤, 송지민, 송지예, 신보영, 신우성, 신재현, 신주하, 신지원, 심예준, 심유정, 안시우, 안유정, 

안준미, 양민지, 양지훈, 오지민, 오홍승, 원하윤, 유서아, 유지웅, 육치엽, 이경민, 이근영, 이나예, 이라휘, 

이마란, 이상민, 이서아, 이서연, 이서연, 이서정, 이서준, 이서현, 이영석, 이예린, 이예원, 이예학, 이요셉, 

이우엽, 이원희, 이유리, 이윤서, 이윤지, 이재완, 이준우, 이준우, 이준수, 이진주, 이진호, 이창호, 이태양, 

이하진, 이현승, 이현준, 이혜인, 이효림, 이효빈, 인다현, 임도연, 임세린, 임수민, 임채원, 임현진, 장유찬, 

장재욱, 장혜빈, 전민혁, 전아린, 전은별, 전태슬, 정가윤, 정세린, 정유진, 정은채, 정지원, 정지태, 정지훈, 

정채은, 정혜주, 조기쁨, 조연준, 조  윤, 조윤하, 조은채, 주지원, 주찬욱, 주해린, 차유진, 차지음, 채수민, 

천서영, 천승훈, 초승리, 최동훈, 최민우, 최수아, 최수하, 최완희, 최율하, 최주은, 최준영, 최준원, 최하련, 

최현덕, 칼루다니엘, 편서은, 한윤서, 한  율, 한지윤, 허재호, 허중원, 홍용규, 황유나, 황효선

[르완다 10명] MUTUNGIREHE Honoratha, NIYIGENA Mohamed, NIYITANGIMANA Ildephonse, NIYOMWUNGERI Eric, 

NIYONAGIZE Martin, TUYISHIMIRE Ange Rosine, TUYISHIMIRE Eric, UMAMAHORO Jeanine, UWAMARIYA Louange, 

UWIMPUHWE Sania

[말라위 10명] Dynes Mkandawire, Favour Zingunde, Limbikani Mazowe, Lucious Kachiwaya, Mirriam Emmanuel, 

Mphatso Chitsonga, Robert Chibweza, Rose Zigwa, Trintus Tung’ande, Violla Kamwiyo

[모잠비크 10명] Alberto Ricardo Mawele, Armando António Coana, Cristina António Matuca, Filomena Florência Chirindza, 

Gilda Eduardo Tambuque, Milton Alberto Chinene, Nordino Dinis Pelembe, Salmina José Djidji, Tamara Elias Ritsure, 

Valda Augusto Hinguana

[몽골 10명] Badral.B, Boldsaikhan.T, Enkh-Amgalan.G, Hosbyar.U, Khulan.B, Nyamsuren.U, Odonchimeg.S, 

Tuvshintugs.M, Uurtsaih.B, Uyanga.E

[방글라데시 12명] Anonna Barman, Md. Rimon Islam, Md. Tarun Hossen, Mim Jahan, Moriom Akter Moyna, 

Mst. Shamina, Mst. Taslima Khatun, Najmin Akter Mitu, Nure Tasmim, Solaiman Hossain, Tithy Mojumder, 

Tonny Khatun

[베트남 11명] Bui Duc Long, Cao Thi Bich Huong, Chu Phuong Thuy, Dam Tra My, Dinh Duong An, Nguyen Khanh Huyen, 

Pham Yen Nhi, Tran Khanh Huyen, Tran Nhat Hoang, Vuong Quynh Anh, Vu Thi Le Thu

[우간다 14명] Achola Ruth, Adiba David, Among Rose, Apio Martha, Dakasi Edwin, Ekwadu Benjamin, 

Kateme Miriosi, Mugoda Erizafani, Mukooka Christopher, Musenero Zeulesi, Namajja Seseria, Nausa Betty, 

Okacha Charles, Pedun Imma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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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5명] Ananda Firdaus Wiranata, Fazira Zasya, Gifahri Hezekiel, Hafiz Dzaki Prasetya, 

Lieven Riva Saputra, Lucky Darmawan, Mirnawati, Muhamad Fahri, Nur Aini, Puput Safitri, Ridho Ariansah, 

Sakinah Mauliddina, Salsa SabilaTriana Firmansyah, Sintia Bela

[잠비아 10명] Bertha Mayungano, Delphester Njovu, Enock Masiyaleti, Margret Zulu, Raphael Mumba, Rex Goma, 

Robert Mulilanduba, Ruth Tembo, Vaidah Njovu, Zangi Kalyocha

[캄보디아 10명] Chea Dany, Cheam samnang, Keo Sonika, Odam Kannitha, Ros Rozak, Shithay Makara, Sreng Chanun, 

Vath Vanchai, Yon Nita, Yung Socheata

[케냐 20명] BRENDA NASERIAN, CHEBET MIRRIAM, COLLINS OCHIENG, DANCAN OLENKARIE MUYANGAI, 

EMMANUEL OLOINYEYIE ORASIRASI, FAITH RESIATO, KIMISOI ROPHAEL LEDAMA, KIPASENWA LETAYA, 

KIPASENWA NOLARI SUMAYIA, KOLOTI LEKISHON, LELIT EMMAH SENEYIA, LODWA SAYIALEL EMMANUEL, 

LOUREEN NGOJINE, MANYARO MIRRIAM NATUMOI, MOSOINE NELLY NEKURA, MPUYA KAKENYA MERCY, 

NCHAYUA SEMBEO NAOMI, PATRIC LETEIPA NKILASI, PERE SAITABAU CAIN, WELDON MEYOKI SAILA

[키르기즈공화국 10명] Dushabaeva Kamilla, Huramova Aisalkyn, Kishkasheva Alina, Murzakulov Azzam, 

Orolbaeva Aliya, Prudko Egor, Rashitov Nursultan, Skopin Kirill, Skopina Lyudmila, Ydybekov Argen 

[타지키스탄 10명] Barotova Shukrona, Farkhunda Najmiddinzoda, Farzonai Bahrom, Jumakhonova Amina, 

Mirzoev Muhammad, Mirzoev Mahdi, Nurakhmedova Sabrina, Nurakhmedova Safina, Pulodova Fotima, 

Rahmatulloev Umar

[필리핀 10명] China Mari A. Aduna, Cristine Anne F. Javier, JoshDaniel DC. Dela Cruz, Julia Irish J. Clemente, 

Justine A. Javier, MC Jewelrose C. Dela Cruz, Nikki M. Dela Cruz, Princess Lorellyn C. Isip, Shine Andrea D. Baiza, 

Trisha Pauline B. Santos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