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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안내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가이드북
이렇게 사용하세요!

우리는 요즘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세계시민은 누구

이며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계시민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을 글로벌리더로 만들기 위한 교육일까

요? 단연코 아닙니다. 세계시민교육은 효율과 경쟁의 사회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지구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다채로운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 개별 기관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참고자료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단순히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리스트가 아닌 

각 기관의 특성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를 확인하고, 함께하고 싶은  

기관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세계시민 양성은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 합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교육센터 드림



고앤두
고앤두는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주로 수행하며 해외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에 구조 및 원조사업, 지역개발사업을 합니다.

초·중·고·대학교 학생 및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고앤두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훈련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육용 게임

렛츠쿱 보드게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강사 파견

게임과 워크숍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인권, 빈곤, 다양성,  

협동, 평화, 환경, SDGs등) 진행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단기, 장기)로 진행 가능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과정의 일환으로 국제개발 및 NGO 

활동가에 대한 연계 수업 가능

대상 시기아동, 청소년, 성인 1월~7월 / 9월~12월

세계시민교육
‘협동의 가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계시민교육의 교육 주제 중 ‘협동’ 주제를 사회적 경제  

교육과 연계하여 특화시킨 교육 프로그램

게임과 워크숍을 통해 협동의 가치, 협동의 방법, 협동의  

필요성, 협동의 효과 등에 대한 학습

협동의 가치를 통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안내

대상 시기아동, 청소년, 성인 1월~7월 / 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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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
개발협력 협동조합 BINGO(Beyond Interest NGO Toward Value)는   

더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국제개발NGO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BINGO에서는 세계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국내교육 프로그램과 해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강사팀, 글로벌 라이프 

(해외자원봉사)팀, 청년활동가 연대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기관명 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8동 50 

서부캠퍼스 3층

대표전화 02-2268-8150

대표메일 bingocoops@gmail.com

홈페이지 www.bingo.or.kr

SNS www.facebook.com/
bingokorea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환영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40

가지 물건 이미지로 구

성된 카드. 인권, 평화, 

아이스 브레이킹 등 다

양한 수업에 활용 가능

Things 카드

지속가능발전목표 아이

콘으로 구성된 카드로 

SDGs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음

SDGs 이미지 카드

기관명 고앤두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한유지길 80-22

담당자 전화 010-7162-2317

담당자 메일 movementer@gmail.com

대표전화 031-683-6491

대표메일 gdiwelfare@naver.com

홈페이지 www.gdiwelfare.org

SNS www.facebook.com/
gdiwelfare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으로서 꼭 알아야할 주제들을 ‘Hi’ 라는 컨셉으로 

묶어 ‘환대, 존중, 실천’을 경험하고, 토론하며,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선택가능)

Hi 세계시민교육
(강사파견교육)

문화다양성, 인권, 빈곤, 평화, 환경,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주제

대상 시기아동, 청소년, 성인 연중

대상 시기아동, 청소년, 성인 연중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입문강좌

ONEDAY 
세계시민교육입문
(강사파견교육) 기본주제 세계시민교육개관, 문화다양성, SDGs 

선택주제 인권, 빈곤, 환경, 평화

대상 성인 시기 1~2월 / 7~8월

세계시민교육 
강사과정

세계시민교육 이슈에 대한 이론 강의 및 다양한 교육모듈과 

교수법을 통해 강사 양성

대상 성인 시기 3~5월 / 9~11월

세계시민 전문가 
해외활동 과정

세계시민교육 및 해외현장 활동 관련 10차시 강좌 수료 후 

해외현장 활동을 연계하여 과정을 진행

기본 강좌(30시간) + 현장활동(2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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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 

적인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굿네이버스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지구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건강한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메일

홈페이지

굿네이버스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02-6424-1646

emilyshinda@gni.kr

www.goodneighbors.kr

SNS blog.naver.com/
gnikor

www.facebook.com/
goodneighbors

www.instagram.com/
goodneighbors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국내외 NGOs 활동가, 교육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교원 및 장학사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유아 4~7세 시기 3월~12월(학기중)

지구촌나눔
인성여행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구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교육 지원

세부내용: 교내 교육(영상 시청), 실천활동(가정, 지역사회)

대상 초등 4~6년 시기 3월~12월(학기중)

One Heart!_
어린이 NGO활동가

(강사파견)

NGO활동을 통해 지구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세부내용: 실제사례 적용 및 모둠활동, 강연대화, 모의 직업 

                실무 체험활동

대상 초등 4~6년 시기 3월~12월(학기중)

지역사회시민교육
(강사파견)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기 위한 시민행동역량 

향상 교육 

세부내용: 실제사례 적용 및 모둠활동, 역할극, 토론

대상 중/고등 시기 3월~12월(학기중)

ME TO WE_
NGO 활동가
(강사파견)

NGO라는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간접적으로 나눔을 실천

하는 교육

세부내용: 실제사례 적용 및 모둠활동, 강연대화, 모의 직업

                실무 체험활동

대상 중/고등 시기 3월~12월(학기중)

Good Action 
청소년 프로그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교육내용: 모자보건캠페인(엄마의탄생), 식수위생캠페인

                (굿워터프로젝트), 아동노동반대캠페인(꿈찌)

세부내용: 교내 방송교육, 캠페인 진행

대상 중/고등 시기 7~8월(방학중)

굿네이버스와 연세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캠프로 청소년 

들이 사회이슈 및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깊이 있는 

사고와 올바른 시각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캠프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ME TO WE_

NGO활동가모둠활동지

(중/고등)

Good Action_

엄마의 탄생 활동지 

(중/고등)

Good Action_

굿워터 프로젝트

활동지

(중/고등)

Good Action_

꿈찌 활동지 

(중/고등)

One Heart!_

NGO활동가모둠활동지

(초등 4~6년)

지역사회시민교육 

모둠활동지

(초등 4~6년)



그린티처스 
그린티처스는 대한민국 특수교육을 대표하여 개발도상국의 모든 장애 

아동이 교육받는 세상을 꿈꾸는 NGO입니다. 

그린티처스는 GT 나눔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법인 산하 어린이집을 대상

으로 영유아의 나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합니다.

보육, 유아교육, 교육학 전공 대학생 및 아동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만나고 싶은 파트너

기관명 그린티처스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길 6, 3층

대표전화 02-2088-0100

대표메일 office@greenteachers.kr

홈페이지 www.greenteachers.kr

SNS www.facebook.com/
greenteachers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세계시민
교육 강사 양성 
과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 진행

주요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 제공 및 스터디 진행

GT 나눔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법인 산하 어린이집 원아 만4~6세 대상 세계시민교육 진행

SDGS 중 환경, 성평등 등의 주제를 선택하여 영유아  

체험형 교육 제공

대상 대학생 시기 5~6월 / 9월

대상 영유아 시기 7~8월 /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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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
기아대책은 1989년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내최초의 해외를  

돕는 국제구호단체입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인증 받아 국내와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 기대봉사단을 파견하고, 국제개발 

협력사업 및 긴급구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기아대책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109

대표전화 02-2085-8159
02-2085-8154

대표메일 edu1004@kfhi.or.kr

홈페이지 www.kfhi.or.kr

SNS blog.naver.com/
hungersaver

www.facebook.com/
hungersaver

카카오채널: @기아대책

유튜브: 
www.youtube.com/
(기아대책)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희망하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대상 시기 4월~11월

대상 시기 4월~11월

대상 시기 4월~11월

대상

아동

초등

중/고등

중/고등 시기 4월~11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영유아대상 손인형극으로 건강한 식생활(식량)과 나눔을  

주제로 교육

코코몽의 
지구마을여행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공연형 글로벌시민교육(인성교육)어사 박문수
학교 출두요

세계식량위기의 이해(Stop Hunger), NGO활동가, 깨끗한  

물 등의 주제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교육

글로벌시민교육

체험 학습형 봉사교육 프로그램한톨나눔캠페인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2019 한톨나눔캠페인 
교육브로슈어

기아대책
STOP HUNGER
캠페인 동행인형 KIT



         

더나은세상
더나은세상은 국제자원봉사, 국제교류, 글로벌교육 분야 전문성을 기반 

으로 통합적인 청소년활동, 국제교류, 해외자원봉사, 국제개발 등의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참여하는 세계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비전 

으로, 글로벌 세계를 인식하고 글로벌이슈를 깊이 있게 바라보며 스스로 

참여할 줄 아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더나은세상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20 

대표전화 02-330-2413 

대표메일 imagine@1.or.kr

홈페이지 www.1.or.kr

SNS www.facebook.com/
BetterWorldyours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세계시민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시간, 대상, 주제별 교육콘텐츠를 상시 마련하여 세계시민교육  

진행 시 총 교육시간, 대상 등에 따라 기관의 자체 교육교재, 교구를 

활용함 

대상 중/고등 시기 연중

대상 청소년, 성인 봉사단 시기 4월~11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강의, 토론, 게임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환경, 평화, 인권, 상호 

연계성 등을 다루는 참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세계시민학교

국내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상호연계성을 인식

하여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자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10 11

미래희망기구
미래희망기구는 지속가능한 교육사업과 나눔 사업을 통해 국내청소년 

들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엔  

공보국의 협력지위(NGO Assoc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Depart-

ment of Public Information)를 획득한 국제 NGO입니다. 교육 사업 

으로는 유엔전문가교육과 글로벌영어 경연대회 유엔아카데믹포럼, 세

계시민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빈곤국가  

지원을 위한 희망 나눔 운동화 그리기, 그린라이트, 번역도서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6, 

다나빌딩 4층

대표전화 02-6952-5917

대표메일 unjena@hopetofuture.org

기관명 미래희망기구

홈페이지 www.hopetofuture.org

SNS www.facebook.com/
hopetothefuture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WFK 귀국 봉사단원,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희망하는 교원, 세계시민으로서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 시기 3월~12월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KOICA ODA교육원과 함께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 

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시행

5차시~10차시 커리큘럼

대상 청소년 시기 연중

세계시민으로서 
나눔실천 봉사활동

희망 나눔 운동화그리기

빈곤국가 도서지원을 위한 한글전래동화책 영문번역

그린라이트 제작 및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전달대상국가: 남수단, 미얀마, 탄자니아 등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나눔 실천 봉사 

활동안내서 

빈곤국가 가정 및 학교 지원 

프로젝트 
‘그린라이트(에코전등) 제작 캠페인’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청소년 문화교류 특화시설인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MIZY)’는  

국내외 청소년들의 문화 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2000년  

5월에 설립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대산문화재단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미지센터는 문화다양성 및 국제이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함으로써 다문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인문적 소양과 상생의 

지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기관명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서울유스호스텔 2층

대표전화 02-755-1024

대표메일 stacanon@mizy.net

홈페이지 www.mizy.net

SNS blog.naver.com/
mizycenter0

www.facebook.com/
MIZYcenter

www.instagram.com/
MIZYcenter

세계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지속적인 국내외 교류에 관심 있는 국내외 단체,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초등, 대학생, 성인 시기 3월~8월

다양한 문화와 세계유산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진행하는 초등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프로그램

뿌리깊은
세계유산

대상 초등, 대학생 시기 5월~7월

우리 삶의 공간인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적극적

으로 관찰하고, 낯설게 보고, 창의적으로 조명·표현해보는  

프로그램

우리도시 도감

대상 중/고등 시기 6월~다음해 2월

조선시대 국가 사절단이었던 연행사, 통신사의 발자취를 따

라가며 한중일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  

프로그램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교류

대상 중/고등 시기 4월~7월

청소년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주제로 토론, 관련 경험을 공유 

하며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청소년 캠프 및 포럼 프로그램

서울청소년포럼

대상 고등 시기 7월~8월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세상  

밖으로 시선을 확장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

솔롱고스 
희망원정대

대상 고등, 대학생, 성인 시기 5월~11월

국제기구 및 국제NGO 실무자를 초청하여 해당진로에 대해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UNGO 
진로여행의 밤

대상 청소년 시기 8월~12월

국가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강연 및 다양한 종류의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램

MIZY,
세계와의만남

대상 청소년 시기 10월~다음해 2월

세계시민 가치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과 그 배경을 골라 사전교육, 국가(대륙)별  

탐방,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세계시민
여행교실

대상 청소년, 성인 시기 3월~12월

운동화 위에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운동화가 필요한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전지구적 나눔 프로그램

희망의 운동화

대상 대학생 시기 6월~11월

탈북, 비탈북 청소년이 함께하는 자전거여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평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는 문화다양성 이해 

프로그램

다름의 동행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세계유산 및 세부주제별 워크북

뿌리깊은 세계유산(초등용)

참가자가 직접 그림 및 사진으로 만든 우리도시 해설서

우리도시도감(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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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 보니따
세계시민교육 보니따는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자(Bon Idea To  

Action)’라는 뜻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세계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주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5

대표전화 010-3607-4129

대표메일 bonita_gce@naver.com

홈페이지 www.ibonita.org

SNS blog.naver.com/
bonita_gce

www.facebook.com/
ibonita2016

‘일상 속 착한 세계화 만들기’에 관심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중/고등, 대학생 시기 연중

진로교육 국제개발협력,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 공헌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진로 특강

세부내용: 내 관심사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 찾아보기

대상 교원 시기 연중

교원 직무 연수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교원

을 위한 워크숍

세부내용: SDGs 주제별 이해 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소개

대상 학부모 시기 연중

학부모 연수 우리 아이를 세계시민으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를 위한  

워크숍

세부내용: SDGs 주제별 이해 교육 및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소개

대상 청소년, 일반인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이해하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교육

세부내용: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는 SDGs에 주제별 교육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학교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상 속 착한 세계

화’ 만드는 방법 소개

세계화가 만들어 낸 비

극인 아동 노동에 대해  

알 수 있는 초등용 도서

아동 노동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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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연구소(EGC)
세계시민교육연구소(EGC)는 아시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

해 교사가 교사를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육개발협력 NGO입니

다. EGC는 국내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교사연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교사들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워크숍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연구와 실천을 겸한 교육리더십 

으로 아시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8길 12 

장충빌딩 7층

대표전화 010-5057-5833

대표메일 nhbs789@naver.com

기관명 세계시민교육연구소(EGC)

홈페이지 cafe.naver.com/eiu4u

전국 교육청 세계시민교육담당 장학사(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담당 

하는 교원, 국제교육자원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원 및 학부모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연구활동 및  
교사역량 강화

대상 중/고등 시기 7월

중고생 연합 세계시민캠프 운영 

대상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학생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각 영역별(인권, 평화, 환경, 

다문화) 연구활동 전개

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시기 3월~11월(월 1회)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위한 자율연수

서울초중등세계시민교육연구회 운영 

대상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학생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교실수업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수업현장 중심 적용프로그램

대상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학생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학생동아리 지원 및 학부모교육

대상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학생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특별연수

도시답사를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교육

교원봉사단 구성: 교육가족 봉사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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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 자원활동 

대상 교원, 학부모, 학생

시기 재한몽골학교: 연2회(1월,8월)

네팔: 1월

라오스: 2월

몽골: 8월

아시아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아시아 교사 역량강화사업 

재한 몽골학교 한국-몽골교사 합동워크숍

네팔 휴먼스쿨 교사 및 학생 협력수업

라오스 예비교사 및 교수진 역량강화사업

몽골교사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ASTORY 그림책

연구소 교육자원활동 및 연수교재

교육청협력사업 세계시민교육교재 및  
교과서(초등, 중등, 고등)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교육은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세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차별 없는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동권리의 개념,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비차별 교육, 세계 공동체 문제에 대한 이해와 행동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명 세이브더칠드런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대표전화 02-6900-4400

대표메일 webmaster@sc.or.kr

홈페이지 www.sc.or.kr

SNS blog.naver.com/
savethechildrenkr

www.facebook.com/
savethechildrenkorea

www.instagram.com/
savethechildrenkr

twitter.com/stckorea

세계시민교육(비차별 이해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 및 학교, 기관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인성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

권리체험센터
(부산)

대상 아동, 청소년 시기 연중

대상 초등교사 시기 연중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지도서와 교구를 온라

인으로 다운로드 받아 교사들이 직접 아동 대상 교육에 활용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대상 중/고등교사 시기 연중

청소년 아동권리
교육

권리와 책임, 차별과 편견, 세계시민이라는 주제에 대한  

교사연수를 제공하고, 연수 참석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 

교육 진행

대상 보육교사, 초등교사, 학부모 시기 연중

아동권리를 바탕으로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수용하며  

반편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성인 대상 교육

비차별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비차별이해교육 
워크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교재
(온라인 다운로드)

청소년 아동권리 
교육 교사지도서

비차별이해교육 
교구



아름다운커피
아름다운커피는 불공정한 무역구조에서 소외된 생산자의 자립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정무역 거래, 판매, 지원 및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는 공익 

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실천 

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실천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기관명 아름다운커피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5), 1동 4층 406호

대표전화 070-4942-0779 
070-4942-0766

대표메일 fairtradeclass@gmail.com

홈페이지 www.beautifulcoffee.org

SNS www.facebook.com/
beautifulcoffee

세계시민과 사회적 경제 교육에 관심 있는 파트너(기업/기관)와 참여자 

(교원/청소년 등)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정무역교실
(강사파견교육, 
캠페인)

공정무역 개념 및 사례 학습, 활동가 경험공유

공정무역 참여방법 및 사례공유

공정무역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캠페인 발표회 및 참가자 교류행사(11월)

대상 청소년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우분투, 아프리카인사이트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학생용 / 초등, 중등, 고등학생용)

아프리카 주요 이슈와 SDGs목표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총 4차시의 수업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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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청소년, 교원 시기 연중

아프리카인사이트
아프리카인사이트는 외교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아프리카 현지(케

냐)에서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류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과 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은 ‘서울아프리카 

페스티벌’, ‘세계시민교육’ 등이 있으며 그 안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프리카클래스(기본/언어과정)’,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프리카인사이트 세계시민교육’ 이 있습니다.기관명 아프리카인사이트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4길 21 

예원빌딩 302호

대표전화 02-6082-0801

대표메일 contact@africainsight.org

홈페이지 www.africainsight.org

SNS blog.naver.com/ 
hubafrica

www.facebook.com/
africainsight.org

www.instagram.com/
africainsight

유튜브: 
www.youtube.com/ 
(아프리카인사이트)

아프리카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및 학교에서 세계시민

교육을 실시하거나 희망하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아프리카 인사이트 
세계시민교육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아프리카 출신 현지인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아프

리카의 문화 직접 경험 가능

국제개발 협력 및 
국제 활동 진로교육

대상 아동, 청소년, 교원 시기 연중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국제 이슈 및 비영리 분야의 활동가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관련 경험과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

아프리카 클래스
(기본과정)

대상 대학생, 일반인 시기 7월~8월/12월~1월(8강, 4주)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탐구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기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아프리카 클래스
(언어과정)

대상 대학생, 일반인 시기 1월/4월/7월/10월(8강, 4주)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원어민 선생님을 통해 실제 현지

문화와 접목하여 언어를 배울 수 있음(동아프리카 지역의  

스와힐리어 강좌 진행 중) 



에너지팜
에너지팜은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니다. 에너지팜은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에너지

체험 교육을 진행하며 제 3세계의 에너지자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합니다.  

기관명 에너지팜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202동 705호 

(춘의테크노파크 2차)

대표전화 070-8721-0901

대표메일 info@energyfarm.kr

홈페이지 www.energyfarm.kr

SNS www.facebook.com/
energyfarm.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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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강의  환경과 에너지
강의 대상 아동, 청소년, 교원, 성인 시기 연중

적정기술 특별강의 적정기술 강연

대상 아동, 청소년, 교원, 성인 시기 연중

자전거발전기, 태양열조리기, 햇빛줄다리기, 태양열오븐, 태양

열 발전 에너지 등의 체험 및 제작 워크숍 진행

에너지체험교육

대상 아동, 청소년, 교원, 성인 시기 연중

온해피
온해피는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필리핀, 네팔, 몽골, 케

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전 세계 개발도상국 빈곤아동 대상의 교육, 

의료,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국제교육개발 전문 

NGO입니다.

온해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

기 위하여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구촌 소외 받는 모든 아동들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 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관명 온해피

주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33, 업무동 4층 410-A

대표전화 032-422-1003

대표메일 korea@onhappy.org

홈페이지 www.onhappy.org

SNS www.facebook.
com/2013onhappy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대상 일반인, 교원 시기 3월~12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세계

시민의 가치를 알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 강사 양성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교수법 등

세계시민교육 
강사 파견

대상 청소년 시기 연중

신청 학교별 120분 세계시민교육 지원

활동내용: 세계시민교육(SDGs 학습), 나눔실천 프로그램

                (에코백, 부채, 운동화 꾸미기), 희망편지 쓰기 등

에너지체험기자재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태양열 오븐 자전거발전기_성인용

태양열조리기 햇빛 줄다리기



월드투게더
월드투게더는 지구촌 이웃의 ‘교육을 통한 자립’을 위해 에티오피아, 케냐,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이라크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국제

개발협력 NGO입니다.

기관명

주소

대표전화

월드투게더

서울 마포구 토정로 296 

이연빌딩 8층

070-7730-1018

담당자 메일 youme.kim@
worldtogether.or.kr

홈페이지 www.worldtogether.or.kr

SNS blog.naver.com/wtngo

www.facebook.com/
WT.worldtogether

www.instagram.com/
worldtogether_ngo

카카오채널: 
@월드투게더

유튜브:
www.youtube.com/ 
(월드투게더)

twitter.com/World_
Together

happylog.naver.com/
wtogether.do

교육을 통해 학생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주체로서 성장하기를 기대 

하는 교원, 기존의 교육 방법 외에 공동체를 배우며 게임과 예술 활동 위주의 

재미있고 창의적인 수업을 원하는 교육자, 기관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도입

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단체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창의체험,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동아리,  

대학교 교양과목 및 캠프 세계시민교육 진행

세계시민교육

대상 청소년 시기 연중

국제개발협력 NGO에 방문하여 교육 수강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집중과정

대상 청소년, 성인 시기 연중

어컴퍼니
강사양성과정

대상 교사, 프리랜서 강사, 대학(원)생 시기 2월/7월

전문강사 양성과정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정기 교육 진행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세계의 불평등과 그 해결을 도시건설 게임으로 경험 

하는 교재

공화국게임키트

교실, 가정에서 친숙하게 SDGs를 학습할 수 있는 보드

게임

JUMP!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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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전 세계의 월드비전은 지역개발사업, 긴급구호사업, 옹호사업의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일합니다.

기관명

주소

대표전화

월드비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월드비전

02-2071-7747

담당자 메일 book1119@worldvision.or.kr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SNS blog.naver.com/ 
wvfamily

www.instagram.com/
worldvisionkorea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원, 공교육 관계자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으로서 더 나은 지구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역할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대상 아동, 청소년 시기 연중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강사활동을 원하는 일반인 대상 강사

양성 워크숍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

대상 일반인 시기 연 2회

세계시민으로서 공감하고 참여해야할 이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기 위한 오픈형 강의

시민 대상 
세계시민교육 
공감살롱

대상 일반인 시기 연 2회

세계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적용사례 나눔세계시민교육 
교사 직무연수

대상 교원 시기 연 1회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교재
- 초등대상

-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교재
- 초등대상

배고픈 세계, 

식량의 위기

연장 대신 연필을!

-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교재
- 초등대상

-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교재
- 초등, 중등, 고등 대상

아동권리협약 분쟁피해지역 

아동보호



위드
위드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빈곤, 기아, 재해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Yellow Window)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하여 통합적 접근으로  

일하는 국제 보건 영양전문 비영리 기관입니다.

기관명 위드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2길 47 3층

대표전화 02-322-4350

대표메일 with@iwith.or.kr

홈페이지 iwith.or.kr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한 초 · 중 · 고등학교 및 기관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세계시민은  

누구인가? 세계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바람직한 세계시민 

이란?)에 대한 답을 찾는 강의와 활동

세계시민이란 
무엇인가?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교원 시기 연중

세계시민으로써 알아야 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세부적인 주제 

(예시 : 환경, 기후, 아동노동 등)에 대한 강의와 활동

SDGs와 
‘세부주제’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교원 시기 연중

세계시민마을이 그려진 에코백을 직접 색칠하고, 그 안에  

영어 엽서와 구호품을 담아 개발도상국 학생에게 전달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드림백 만들기 캠페인’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교원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세계시민마을이 그려진 에코백을 직접 

색칠하고, 그 안에 영어 엽서와 구호품

을 담아 개발도상국 학생에게 전달

드림백 만들기 캠페인

‘세계시민이란 무엇인가?’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적는 예제가 담긴 work sheet이며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로 활용 

가능

세계시민이란 무엇인가? 활동지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체인져스’ 보드게임은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협력게임’으로, 

참가자들이 보다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세계시민의식 및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된 보드게임 

세계시민교육 보드게임 체인져스

2015년에 발간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지침서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이하 유네스코 지침서)』를 한국 교육현장의 맥락과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필요한 설명을 덧붙인 한국판 해제본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24 25

SNS www.facebook.com/
people/사단법인위드/ 
100001674665710

카카오채널: @위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PCEIU)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 ·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으로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메일

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02-774-3983

bearkim@unescoapceiu.
org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세계시민교육 활동가 및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홈페이지 www.unescoapceiu.org 

SNS www.facebook.com/
unescoapceiu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모의 유네스코 총회 체험

대상 중등 시기 연중

교육주제 평화, 문화다양성, 인권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워크숍, 국내외 대학 세계시민

교육 강좌 개설

대상 대학생 시기 5월~6월

교육주제 세계시민교육 

국제교사 교류, 국가별/소지역/아태지역/글로벌 교육자  

연수, 세계시민교육 원격연수

대상 교원 시기 6월~9월

교육주제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유네스코 세계시

민교육 클리어링 하우스 운영,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

대상 교육정책가, 교육연구자, 국제기구 및 NGO 대상자

시기 연중

교육주제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54년 창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이념을 국내에 전파

하는 한편, 유네스코, 우리나라 정부, 국내외 유네스코 기관 및 단체 간  

연계와 협력,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관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26

대표전화 02-6958-4137

대표메일 asp.team@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 등  

일곱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스스로 계획, 실천하는 프로젝트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지원금 보조

유네스코 청소년 
레인보우 세계시민 
프로젝트

대상 청소년 시기 5월~11월

수행 프로젝트 발표, 전문가 강의, 주제 활동(소셜 벤처 알아

보기 등), 세계시민선언 발표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여행

대상 레인보우 프로젝트 참가교 중 50개 고등학교 대표학생 

시기 8월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SDGs 이행과정에 아동권리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동권리협약(CRC) 매핑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유엔아동권리

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소책자

26 27

SNS www.facebook.com/
unesco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여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금 및 아동권리 옹호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옹호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자료를 제공 

합니다. 

기관명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60

(창전동)

대표전화 02-724-8575

대표메일 cre@unicef.or.kr

홈페이지 www.unicef.or.kr

SNS www.facebook.com/
unicefkr

www.instagram.com/
unicef_kr

www.twitter.com/
unicefkorea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궁금한 아동 및 청소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아동권리/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구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 직접 행동해보는 

글로벌 교육 캠페인

World’s Largest 
Lesson

대상 아동, 청소년 시기 연중

대상 아동, 청소년 시기 연중(월~금 운영)

빈곤과 불평등 등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

를 해결하는 구호활동을 10개 코너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15~40인 단체 견학 프로그램, 사전 예약)

유니세프어린이
지구촌체험관

대상 청소년, 성인 시기 연중

아동권리교육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아동 및 성인이 아동 

권리를 증진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자료

(온/오프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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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협회세계연맹 
사업 소개 브로셔

28 29

유엔협회세계연맹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유엔협회와 수천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서 다양한 프로그램, 캠페인 그리고 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엔의 가치와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유엔협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합니다. 

기관명 유엔협회세계연맹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12층

대표전화 02-6925-2695

대표메일 infoseoul@wfuna.org

홈페이지 www.wfuna.org/korea

SNS www.facebook.com/
wfunakorea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국제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학생주도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진행

MISSION 
POSSIBLE

대상 중/고등 시기 1년 2학기(매회 4~5개월)

대상 고등 시기 연중

Training at the 
UN:Korea
(유엔 전문가 훈련)

유엔 의제 교육 및 관계자 브리핑

유엔본부 탐사 및 국제회의 참관

청소년 세계시민 보고서 작성

대상 대학생 시기 방학중

College Leaders 
at the UN:Korea
(유엔본부 대학생  

대표단)

유엔 의제 교육 및 관계자 브리핑

글로벌 의제 조사 및 유엔 전문가 인터뷰

한국 청년 성명 발표 및 유엔 제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아동권리가 존중되며 실현 

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아동옹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NGO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리스터를 기준으로 개인적·즉각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 변화까지 아동권리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권리주체자와 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기반 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0 

대표전화 02-775-9122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아동권리 및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 및 관심 있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초록우산
아동권리 교육

내가 가진 권리를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나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

‘우리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 존엄성 교육, 권리 

바구니 활동(권리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똑같이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누리는 상황vs

누리지 못하는 상황(모둠토론 및 발표)

‘우리 주위에는 지켜야할 권리가 많아요’ 권리주체자-의무

이행자, 의무이행자에게 요청하기

‘우리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찾아요’ 의무이행자에게 요청

하기

총 4차 교육으로 구성(각 40분)

대상 초등, 교원,  학부모 시기 연중

CAP
(아동권리 및 폭력 

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하고, 씩씩하고, 자유로울 권리증진과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 

임파워먼트 교육

아동권리 및 폭력예방교육(1차/90분)

권리교육: 안전할 권리, 씩씩할 권리, 자유로울 권리

호신술(7가지)

리뷰타임(1:1 이야기 시간)

※ 유료 교육(1회 10만원)

역할극(4가지): 학교폭력, 유괴, 성폭력,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상담

대상 초등, 교원, 학부모 시기 4~6월 / 9~11월

초록우산 인성교육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인 참여형 활동을 통해 아동 

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

하도록 도와주는 인성함양교육

존중, 협동, 배려, 나눔 학습(1차/80분) 

저학년: 놀면서 배우는 아동 참여형 인성교육

고학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아동 참여형 인성교육

대상 초등 시기 4~6월 / 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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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교육

CAP(아동권리 및 폭력예방)

30 31

캠프
캠프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일자리창출, 보건, 교육, 농업,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세계시민 의식을 높여 공존과 상생의 삶을 

이해하게 하며, 세계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또한 필리핀 스터디투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캠프 세계시민교육 모델을 만들어갑니다.기관명 캠프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19, 5층(충정로 2가, 돈의빌딩)

대표전화 02-3147-0309

대표메일 campint@icamp.asia

홈페이지 www.icamp.asia

세계시민교육 강사,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만나고 싶은 파트너

SNS www.facebook.com/
camp.asia

www.instagram.com/
camp_int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SDGs의 주제로 (1기: 지속 

가능성, 건강권, 성평등, 평화와 정의) 월 1회~2회 워크숍 및  

강의 진행

세계시민 바로알기 
워크숍

대상 시기청소년, 대학생 상반기

필리핀 국제개발협력사업 현장 방문 및 교류 프로그램

대상 시기청소년, 대학생 하반기

세계시민 
스터디투어

대상 시기청소년, 대학생 상반기

세계시민
토크콘서트

서포터즈가 중심이 되어 기획부터 발표까지 하는 토크 

콘서트 개최

우수 서포터즈에게 세계시민 스터디투어 참여 기회 제공

대상 시기청소년, 대학생 상반기

세계시민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세계시민’을 주제로 한 SNS 콘텐츠 공모전 실시(인식 개선)

공모전 수상팀에게 세계시민 스터디투어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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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사가 지구시민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부 가이드 

라인과 일부 샘플 주제 소개

지구시민교육을 위한 가이드북 (OXFAM)

참여형 학습의 기본적인 기법과 사례를 소개한 실천 매뉴얼

참여형 학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DEAR)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는 해외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전문가 

육성 및 시민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며 개발도상국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과 국제관계이해관련 강연회, 강습회, 연수회 등을 개최 

하고 국내외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 교원, 청소년 센터, 복지회관 담당자,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파트너

기관명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KOVA)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41길 72-2 화인빌딩 301호

대표메일 office@kova.org

홈페이지 www.kova.org

대표전화 02-573-1001

담당자 메일 hhpaick@kova.org

SNS www.facebook.com/
officekova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WFK 귀국 봉사단원

강사양성 프로그램 해외봉사단 경험이 있는 귀국단원들이 세계시민교육 강사

로 활동하기 위한  의식과 역량을 갖추는 강사 양성 과정 

세부내용: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강의 기획 및 교수법, 강의   

                참관, 시연 및 피드백 등

시기 연중

대상 세계시민 교육 강사 과정을 마친 회원 시기 연중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양성교육을 받은 강사들의 이슈 대응 및 강의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세부내용: 교육방법론, 주제, 이슈별 심화 워크숍 등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관별 기본 4차시~6차시 교육 지원

(인권, 교육, 빈곤, 환경, 문화 다양성, 국제개발 협력, 진로 탐

색 등)

세계시민교육 
강사 파견

대상 시기아동, 청소년, 성인 3~6월 / 9~12월

세계시민교육의 이해와 초. 중. 고 교육과정에 적용할 세계시민

교육 학습, 연구, 토론 

교사 세계시민교육 
연수

대상 시기교원 1~2월 / 7~8월(비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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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온
코피온(COPION)은 지구촌 빈곤 및 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외교통상부 등록 비영리 민간기관,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로부터 특별협약지위를 부여받은 국제개발협력단체입니다.  

코피온은 국가와 종교, 이념을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실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글로벌이슈와 관련하여 지구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학교 

에서 지구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기관명 코피온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96 

이연빌딩 4F 코피온

대표전화 02-6080-1363

대표메일 glc@copion.or.kr

홈페이지 www.copion.or.kr 

SNS www.facebook.com/
copion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초, 중, 고등학교에 출강하여 지구촌 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참여형 프로그램 

학교 지구시민
교육

대상 시기아동, 청소년 연중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하여 지구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지구시민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강사양성 프로그램

대상 시기대학(원)생, 성인 3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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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인종, 종교, 사상, 국경 등 모든 경계를 넘어  

지구촌의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정의를 증진하여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설립된 가톨릭 단체 

(Caritas Seoul)입니다.

각 학교 및 기관의 소규모 청소년 그룹(20명 이내) 및 지구촌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의 집, 지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인간 

존엄성, 빈곤과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환경 등의 지구촌 이슈 

탐구

청소년 지구시민
교육

대상 시기청소년 연중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실천형 활동으로 지구촌 이슈의  

탐구와 2주 이내의 개발도상국 현장 체험

띠앗누리

대상 시기대학생, 성인 5~7월 / 11~1월

기관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담당자 메일 jspark@obos.or.kr

대표전화 02-727-2287

홈페이지 www.obos.or.kr

SNS www.facebook.com/
obos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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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에서 발간한 학교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자료집 번역

지구시민교육 번역자료집 (옥스팜)

카리타스 호주에서 발간한 사회 정의에 대한 자료집 번역

지구시민교육 번역자료집 (카리타스 호주)

호이
호이는 교육이 모든 이들의 인권이라고 믿는 교육전문 NGO입니다.  

호이는 개인과 사회, 한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  

양성에 참여하며, 연대, 지지, 옹호,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지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국제교육개발협력과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학교에서 세계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교원,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  

활동가 또는 강사

만나고 싶은 파트너

기관명 호이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505호

대표전화 02-737-1225

대표메일 gced@hopeisedu.org

홈페이지 www.hopeisedu.org

SNS blog.naver.com/
hoelove1129

www.facebook.com/
hoeorg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SDGs 중심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캠프/워크숍

희망의 비 ‘헤르켄토’

대상 청소년 시기 12~1월 / 7~8월

국제개발협력 특강 국제개발협력 특강

세계시민교육 주제별 특강

대상 청소년, 교원, 성인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입문/기본)

대상 성인 시기 4월, 10월

세계시민
교육강사 파견

신청 학교 및 기관별 세계시민교육 지원

대상 청소년, 교원, 성인 시기 연중

교육주제 SDGs / 지구환경 / 파트너십 / 인권 / 번영 / 평화

교원 연수 서울시 초중등 글로벌 시민교육 연구회 세계시민교육 직무연수

대상 교원 시기 연중

KOICA-HoE 국제개발협력(세계시민교육) 관리자/일반 교원연수

대상 교원 시기 7~8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대상 교원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세계시민교육 10차시 교안
(초등,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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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지구촌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139개 한국 국제개발협력NGO의 협의체입니다.

KCOC는 국제개발협력 민간 플랫폼으로서 NGO 역량강화와 함께 지구

촌빈곤퇴치를 위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 

하고자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합니다.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WFK 귀국 봉사단원,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

시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기관명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82 

990빌딩 4층

대표전화 02-2279-1706

대표메일 de@ngokcoc.or.kr

홈페이지 www.ngokcoc.or.kr

SNS www.facebook.com/
ngokcoc

www.instagram.com/
ngokcoc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세계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의식을 

함양하는 워크숍

세부내용: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교수법, 세계시민교육 

                수업모듈(10차시) 학습 등

대상 WFK 봉사단 귀국단원 시기 3월, 8월

세계시민교육 NGO 
네트워크 운영

세계시민교육 운영 NGO간 상호 교류와 학습, 협력을 위한 

플랫폼 지원

세부내용: 기관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체험, 

                정보 교류 및 공동학습, 네트워킹

대상 세계시민교육 운영 NGO 실무자 시기 연중

대상 청소년 시기 4~6월 / 8~10월

세계시민교육 신청 학교 및 기관별 최소 4차시에서 10차시의 세계시민

교육 지원

교육주제 다양성, 상호연계성, 인권, 빈곤, 환경, 평화, 
국제개발, 진로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다양한 이미지와 단어, 색깔이 조합된 카드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활용할 수 있음)

이미지 카드

SDGs 목표 17개의 이미지와 뜻을 매칭해보는 카드
(게임 활용도 가능)

물을 뜨러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안에는 어떤 구조적 이슈들이 있는지  

스티커를 붙이고 토론하는 활동지

활동지

SDGs 스티커 (한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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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ODA교육원
KOICA ODA교육원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KOICA

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국제

개발협력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교육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실무지식 및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기관명 KOICA ODA교육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KOICA ODA교육원

대표전화 031-740-0750

대표메일 odaedu@koworks.org

홈페이지 oda.koica.go.kr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거나 학교 안에서(초·중·고) 세계시민교육 특강을  

희망하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특강형태로(1차시/1시간) 

강의를 지원하는 교육

미래세대
국제개발협력 
특별강의

대상 청소년 시기 3월~11월(1~10일 선착순 접수)

동아리 선정을 통한 7차시 교육 진행 미래세대 
ODA리더개발교육
(동아리대상 세계시민)

대상 관련 동아리 청소년 시기 8월~10월

약정 체결을 통해 1년 동안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을 운영하며  

해당 교과목에 세계시민교육 강의 및 국내 현장 활동 포함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대상 대학생 시기 2월~12월

WFK 귀국 봉사단원 대상 세계시민 강사양성 진행강사양성과정

대상 WFK 귀국 봉사단원 시기 7월

온라인: 시공미디어 I-Scream(원격교원 연수)을 통해 교원 

             세계시민교육 진행

오프라인: 3일간의 집합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전반적 

                이해 및 실습활동 

교원연수과정

대상 청소년, 교원 시기 온라인: 연중 / 오프라인: 7월

- 초등/중등/고등용

우리는세계시민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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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월드프렌즈빌리지
월드프렌즈빌리지는 영월에 위치한 KOICA 전시체험관으로 전시를  

통해 KOICA 협력국들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KOICA 사업을 알아봄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시대를 이끌어나갈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퀴즈를 통해 열대과일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과일을 클레이로 만들어보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약속을 해보는 프로그램 

열대과일의
대이동

대상 7세~10세 시기 연중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 훼손은 줄이고, 지속가능

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알아보고, 보드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공유빌리지 

대상 11세 이상(성인포함) 시기 연중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고정관념에 대해 깨닫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겪고 있는 부당한 사례들을 게임으로 풀어보면서, 

남녀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로  

다짐해보는 프로그램 

성(性)글라스를 
벗자

대상 8세 이상(성인포함) 시기 연중

KOICA 협력국가들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전통놀이를 알아 

보고 체험해보면서 다른 나라의 환경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알아보GO
놀아보GO

대상 7세 이상(성인포함) 시기 연중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열대과일의 대이동

만들기 재료

성(性)글라스를 벗자 

활동지

알아보GO 놀아보GO 

체험재료

공유빌리지 보드게임

기관명 KOICA 월드프렌즈빌리지

주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3

대표전화 033-834-5890

대표메일 wfvillage@koica.go.kr 

홈페이지 wfv.koica.go.kr

SNS blog.naver.com/ 
wfvillage

www.facebook.com/
wfvillage

www.instagram.com/
koica_wfvillage

유튜브:
www.youtube.com/
(코이카월드프렌즈빌리지)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는 강원지역 주민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

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ODA 사업의 참여 활성화 및 해외진출에 기여

하기 위하여, 강원도-KOICA-강원대학교 간의 3자 업무협조약정에 의해 

2015년 강원대학교 내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의 공공기관, 시민

단체, 기업, 교사,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ODA와 

KOICA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초중고 미래세대 국제개발협력특강, ODA

정규교육,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대학 강좌, 해외봉사단 설명회 등), 지역 

학술회 및 포럼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홍보 사업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ODA, KOICA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시민 

교육을 경험시켜 주고 싶은 강원지역 내 교원 및 기타 아동/청소년 단체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강원도내 소재 신청 학교 및 기관별 최소 1차시에서 최대 3차 

시의 세계시민교육 강사 파견 지원

미래세대 
국제개발협력 
초중고 특강 

대상 아동, 청소년 시기 3월~12월 

강원도 소재 공공단체, 지방자치 단체, 민간단체 등 강원  

지역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특강 운영 

세계시민교육 

대상 강원 소재 지역 주민 시기 3월~12월 

기관명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257 강원대학교 

국제인재양성관 1층 

대표전화 033-250-7455,6

대표메일 gidcc@kangwon.ac.kr

홈페이지 www.gwidcc.modoo.at

SNS www.facebook.com/
gwidcc



42 43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내 ODA사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

하여 대구광역시, KOICA, 계명대학교의 협력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국제개

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OD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세계시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FK 봉사단 귀국단원 중 세계시민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

만나고 싶은 파트너

기관명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동영관 203호

대표전화 053-580-6819

대표메일 dgidcc@kmu.ac.kr

홈페이지 www.dgidcc.modoo.at

SNS www.facebook.com/
dgidcc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대구경북 소재 청소년 시기 3월~12월

미래세대교육 초, 중, 고등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국제개발협력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세부내용: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 인권, 빈곤, 국제개발, 

                 진로 

대상 대구경북 소재 지역주민 시기 3월~12월

세계시민교육 지역주민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세부내용: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 상호연계성, 다양성, 환경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인천 지역의 해외 개발원조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천대학교, 인천

시, KOICA 간의 합의에 따라 2016년 설립되어 인천대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는 개발원조 사업(프로젝트 발굴, 조사, 시행,  

모니터링, 평가/개도국 역량개발 연수)을 추진하고, 국제개발협력 교육, 

글로벌인재 양성, 세미나와 포럼 및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대 

미추홀캠퍼스 B동 406호

대표전화 032-835-9744

대표메일 icidcc@inu.ac.kr

홈페이지 www.icidcc.modoo.at

SNS www.facebook.com/
icidcc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WFK 귀국단원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원하는 교원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 시기 3월~7월

미래세대교육 인천 지역의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WFK 귀국 봉사

단원 및 세계시민강사 양성강의를 수료한 분들이 직접 찾아

가서 강의 진행

교육주제 세계시민의 의미 / 국제개발협력의 정의, 필요성,  

세계현황 / 한국의 해외원조 사업 내용 / 국제개발 

협력 관련 진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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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라북도 지역 주민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내 ODA 사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KOICA-전북대학교 3자간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설립

되었습니다.

초,중,고,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OD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기본지식 습득과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

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파트너

만나고 싶은 파트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호남지역 소재 청소년 시기 3월~12월

세계시민교육 호남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대상 해외봉사 경험자 시기 연 1회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강사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초·중·고 대상 

                 수업모듈 실습

기관명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608호

대표전화 063-270-4960

대표메일 jbidcc@jbnu.ac.kr

홈페이지 www.jbidcc.modoo.at

SNS www.facebook.com/
jbidcc

세계시민교육 교재 · 교구

2019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교재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제주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제주도-KOICA-제주대학교 3자간 MOU 체결을 통해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해외봉사 

귀국단원,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일반인

만나고 싶은 파트너
기관명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본관 3층 

대표전화 064-754-8250

대표메일 jejuidcc@jejunu.ac.kr

홈페이지 www.jjidcc.modoo.at

SNS www.facebook.com/
jidcc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상 제주도내 청소년 시기 3월~12월

찾아가는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교육)

지구촌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활동 중심 

강의

세부내용: 활동으로 쉽게 배우는 글로벌 이슈, 지역에서 

                배우는 비판적 소양 교육, 외국인 유학생이 들려       

                 주는 현지이야기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

세계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의식  

함양을 위한 강의 

세부내용: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교수법, 수업모듈 학습

대상 제주도내  교원

시기 1월, 8월
(2020년 진행 예정)

대상 해외봉사 귀국단원 
일반인

시기 4월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가이드북

펴낸날 2019년 10월 15일

펴낸곳 KOICA ODA교육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대표전화 031-740-0750

홈페이지 oda.koica.go.kr

엮은곳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교육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82 4층

대표전화 02-2279-1706

홈페이지 www.ngokco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