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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 Proposal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 협회는 2009년 11월 UN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노

력의 일환으로 ‘5W’ 연구조사를 실시해 왔음. 5W는 세계(World), 기후(Weather), 물(Water), 지혜(Wisdom), 

복지(Welfare), 총 5개의 키워드를 주제로 하여, 토속적 지혜와 지역적 지식을 기반으로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함. 

 

2.  동 프로젝트에는 서울대학교의 조동성 교수, 한무영 교수, 윤여창 교수, 이호영 교수, 이도원 교수, 등 여러

대학교의 20여명의 연구진이 참가한바 있으며, 8월 2-3일 중국 상해 Expo에서 개최된 한중일 3개국 유엔글

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연구과제로 제안되었음.   

 

 5W의 상세 배경 

 

전세계적 빈곤과 기후변화는 지구의 미래와 인간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결

되어 이미 범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기업, NGO, 시민사회단체

와 기타 참여자들은 재원과 현대 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지역적 지식과 

전통적 관습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의 방식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토속

적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인류의 전통적 노하우가 현대 기술, 재원과 함께 연결될 경우, 현재 지구와 인류 공동체

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임. 

 

 5W: World (세계), Weather (기후), Water (물), Wisdom (지혜), Welfare (복지) 

 

□ 5W는 전통적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결책을 통해 물, 기후와 같은 전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고 

Sustainable Welfare(복지)를 달성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이전에는 Sustainable Welfare에 대한 물질문명위주의 접근을 시도한 반면 5W는 인류의 조상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조명 분석하여 활용하고자 함. 

□ 현대기술과 전통지혜의 통합은 전세계적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응의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 깊이 있는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에 스며있는 전통지혜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 전통지식의 현대적  

재탄생을 촉진함 

□ 전 세계적 차원의 충분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 인류의 Sustainable Welfare를 촉

진하여 보건, 위생, 에너지, 식량구호 등과 같은 전세계적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임. 

□ 이렇게 찾아진 방법을 통해 가난한 나라들은 빈곤 경감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앞으로의 행동 계획: 유엔앞 보고 및 pilot project 계속 진행, “한 기업, 한 부족” 캠페인 

 

관련문서: “Proposal on 5W: Refeaturing Indigenous Wisdom for the Era of MDGs” (www.unglobalcompact.kr) 

연락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02-749-2149/2150  주소: ungckore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