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고 신나는

창의적 체험학습

얘들아,
세계에서 놀자!!
국제개발협력교육은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지구,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INTRO

활용방법 및 대안

신나고 새로운 아이디어 없을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창의적 체험학습, 동아리, 봉사활동시간, 입학사정관제
학교폭력, 상대적 박탈감,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 지나친 경쟁의식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지구,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제안합니다.

01

창의적 체험활동, C.A., 동아리 활동
국제개발협력교육(개발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COC에서 발간한 교사용 교안은 학생용 교재와 교보재를 포함하고 있어
담당교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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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과 연계
이미 교과 속에는 ‘세계화’, ‘국제관계’, ‘문화 다양성’, ‘빈곤’, ‘환경’ 등 개발교육의 요소가 충분히 있습
니다. 해당 단원을 수업하실 때 개발교육 교재를 활용한다면 보다 폭넓고 재미있게 주제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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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간부여
축제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세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퀴즈 맞추기, 진흙쿠키
체험, 물긷기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실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지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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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세계에서 놀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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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육내용

국제개발협력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발교육은 세계의 현상과 다양성, 그와 관련된 국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에는 빈곤과 굶주림, 질병, 물 부족, 환경오염, 전쟁, 재난, 재해, 전쟁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시각과,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기릅니다.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왜 세계시민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과 이해

세계화의 원인과 과정

국제개발협력교육이란,

세계의 상호의존성 및 연관성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이슈(빈곤, 인권, 환경 등)

문화 다양성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계시민 양성 교육입니다.

가치와 태도

통합적 사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동적이고 참여적 태도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열린사고 및 다양성에 대한 존중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의식 형성

실천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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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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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

빈곤, 교육, 물부족, 재난, 환경,

지구촌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평화 등의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 및 문제를

이해합니다.

갖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

구촌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의식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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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열린 사고와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실천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을 바라보고 통합적, 비판적, 창의

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

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4

얘들아 세계에서 놀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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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1

KCOC의

활용예시

KCOC의

교육소개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지구촌 빈곤과 재난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개발 NGO의 협의체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전문강사양성, 교원직무연수, 교재개발을 통해 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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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강의를 통해 국제적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모듈을 실습합니다.

직무
연수

대상 : 초·중·고 교원
개요

커리큘럼

강사
교재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에서 1-3년 동안 활동한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귀국단원 강사 파견
(강사교육 30시간 수료)
지구촌보기 실전 시리즈 및 우리는 세계시민(학생용 교재 배포)

기간 : 매년 여름, 겨울 방학 중

KCOC

인정 학점 : 15시간 1학점(*서울시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인증기관)

교육지원

1 차시

개발교육 개론, 인권, 빈곤, 환경, 평화 이슈 심화 수업

프로그램

세계의 다양성

다양한 교육 활용 워크샵(100인마을, 신무역게임, 생태발자국 등)

예시
(10차시)

차시

2 차시
상호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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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입문

3 차시

개발교육 기본 지식서

인권

교재

개발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배경지식 설명

4 차시
빈곤

담장너머 지구촌 보기
개발교육 실전에 대한 백과 사전
교사용 수업지도안과 학생용 워크북(출력용 수업자료 CD포함)

5 차시
빈곤
6 차시
인권 / 빈곤

담장너머 지구촌 보기 “실전시리즈”

7 차시
환경

내용
‘우리의 다양한 이웃, 함께 살아요’
활동 :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워크샵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활동 : 세계시민이름표, 휴대폰 부품 카드 게임
‘우리가 가진 권리, 함께 지켜요’
활동 : 아동노동체험 - 축구공 만들기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요’
활동 : 굶주림 지도보기, 긴급구호 활동 그때 무엇을!
‘굶주림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활동 : 신무역 게임
‘우리는 세계시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활동 : 사진말 게임, 테드영상 시청, 토론
‘우리가 사는 환경’
활동 : 생태발자국 그리기

학생 참여 협동 학습 기반
교사용 수업지도안과 학생용 워크북
실전1. 세계의 다양성 / 실전2. 인권 / 실전3. 빈곤 / 실전4. 환경 / 실전5. 평화

8 차시
평화
9 차시

우리는 세계시민
학생 참여 협동 학습 기반
교사용 수업지도안
차시1. 세계의 상호연계성 / 차시2. 인권 / 차시3. 빈곤 / 차시4. 진로
*www.ngokcoc.or.kr 지식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6

얘들아 세계에서 놀자

‘우리가 사는 평화로운 세상’
활동 : 시리아 내전 들여다보기, 평화포스터 그리기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국제개발

활동 : MDG 카드게임, 모퉁이 토론 게임

10 차시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진로

활동 :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손, 능력나누기 게임

*본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담당교사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변경 가능합니다. 예) 교사주도 7차시 + KCOC 3차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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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2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단체명

교육명

월드투게더

세계시민교육

지구촌

지구촌시민학교

나눔운동

KCOC

교육내용
연2회(여름, 겨울방학), 3일(15시간) 교육, 1학점

교원연수
초·중·고 출강

동아리, 창체, 특강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 사정에 따라
강사파견 (차시 조정 가능, 4-15차시)

지구시민교육

코피온

참여신청 및 문의
H www.ngokcoc.or.kr
E de@ngokcoc.or.kr

팀앤팀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음

교육명

고앤두

지구시민교육

국경없는
교육가회
글로벌케어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교육
세계시민교육
나눔교육

교육대상
청소년
강사양성
교원

메디피스
삼동
인터내셔널
생명누리

글로벌시민교육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

초·중·고를 위한 맞춤형 특강

청소년

One Heart!(초등), ME TO WE(중등),
청소년글로벌 리더십캠프(고등)

청소년
청소년, 성인

한톨나눔축제(참여형빈곤캠페인)

T 02-6959-0333
H goodneighbors.kr

T 02-2085-8274
H medipeace.org
T 02-2068-4679

청소년

초·중·고를 위한 맞춤형 출강(4-20차시)

H teamandteam.org

교원

교원직무연수

T 02-3472-2225

유아

유아들을 위한 맞춤형 출강(1-4차시)

H friendasia.or.kr

중·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1-12차시)

T 02-957-8045

글로벌리더교육

행복한 마을 만들기

대학생, 성인

4박5일간의 합숙훈련(15-20차시)

T 02-766-5595

나눔교육

세계시민교육

아동, 청소년
성인
아동, 청소년
교원

공정무역교육, 글로벌시민교육(빈곤&기후변화)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초·중·고를 위한 맞춤형 출강,
기아체험 24시(참여형 빈곤 캠페인)
교원직무연수(15시간, 1학점)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H cleantable.or.kr

세계시민교육

아동, 청소년

클린테이블 캠페인(지구촌 식량문제)

지구시민교육

청소년, 성인

중·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1-4차시)

지구시민교육

정부교육

청소년, 대학생

T 070-7017-2731
H caritas.or.kr
T 02-460-7637

중·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1-4차시),

H obos.or.kr

독서토론, 영화시청, 기관탐방, 캠페인

T 02-774-3488

KOCIA ODA* 교육원

를 구축하여 개발교육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명
교원직무연수

H sdi.or.kr
H lifeworld.or.kr

춤형 출강 및 방문수업(2차시 연강),

H copion.or.kr
학부모,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출강(30인 이상) T 02-733-1387

H kfhi.or.kr

주제를 다룬 강연 및 멘토십 프로그램

Issue & Action(1일)

지구촌 캠프(여름방학)

T 1544-7944

초·중·고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3-15차시),

청소년

아동, 초·중·고를 위한 맞춤형 출강(1-5차시),

ODA산업에 활동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

시민학교

T 02-747-7044

강의와 토론, 참여형 팀플활동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NGOs 및 시민사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다양한 글로벌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의

글로벌이슈 학습 및 자원봉사활동(4차시),

H gcs.or.kr

H globalcare.or.kr

생명농업에 기초한

포피스재단

얘들아 세계에서 놀자

초·중·고를 위한 맞춤형 출강(1-13차시),

대상별 맞춤형 교육

T 02-885-6422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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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형극(재난안전, 건강나눔, 약물오남용 교육)

H ewb.or.kr

청소년

청소년글로벌

월드비전

T 031-683-6491

나눔교육

서비스

아름다운가게

H gdiwelfare.org

지구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3일교육)
초·중·고 교원 직무연수(15시간, 1학점)

T 02-429-4044

참여신청 및 문의

초·중·고를 위한 맞춤형 출강(4-15차시)

청소년

아동
기아대책

교육내용

아동, 청소년

H wtgcs.or.kr

국제개발협력교육

한몸본부

단체명

대학생

초·중·고를 위한 맞춤형 출강(4-17차시)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교육

Youth Gobal Action

봉사기구
한국카리타스

대학생, 성인

참여신청 및 문의

성인

한국국제

개발교육은 세계시민교육, 지구촌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나눔교육 등 다양한 이름

아동, 청소년,

교육내용

지구시민교육 강사양성

T 02-2279-1705

다양한 이름의 개발교육

성인

학부모, 성인

프렌드아시아

민간단체

청소년

지구촌대학생캠프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명

교육대상

T 063-858-9481

H cafe.daum.net
/sfpvomy
T 02-2088-7411
H bstore.org

차세대 ODA 특강

교육내용

참여신청 및 문의

초·중·고 교사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
개발교육 수업모델 제시 *여름, 겨울방학 실시, 1학점
초·중·고 학생 대상 국제개발협력 및 ODA 관련 특강(1시간)
*연중 수시 접수

H idea.koica.go.kr

차세대 ODA

초·중·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동아리 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

리더 개발교육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장기 수업 제공 *2014년도 하반기 개설

초·중·고
국제개발협력
글짓기 공모전

T 031-7400-500

초·중·고 학생 대상 국제개발협력 주제 글짓기 공모전
*연 1회 개최

T 02-2115-7336

H worldvision.or.kr
T 02-2078-7000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자금으로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9

후기 1

후기 2

직무연수 후기

개발교육 참여학생 후기
세계시민은 희망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별 것 아닌 행동이 어딘가에 있는 아이들에겐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교육 직무연수 2기 참가자

지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밀도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시민은 인플루엔자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의 정신은 여기 있는 우리를 기점으로 확산되어 나갈것이고, 좀 더 발전
하고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뜻깊어져 언젠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세계시민은 눈물이다.
사회 마지막 단원에 후다닥 지나간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변하지 않으면
흘러가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깨가 조금은 무거워지네요. 함께, 소통, 하
나, 공동체 이 아름다운 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와 손길이 담겨져서 숨쉬고 있는지 배워갑니다. 넓은 그릇이
되어야겠습니다. 살고 있는 마을이, 가족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질 것 같네요.

원래는 학교 수업에 활용할 자료 및 내용 파악 정도를 기대하고 왔으나, 스스로가 세계시민의식 및 국제개발협
력에 대한 오해 및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된 것이 더 좋았습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넘
어 세계로 인류애적 희망을 넓힐 수 있는 커다란 퇴비를 얻어가는 기분입니다. 유익하고 유쾌하고 또 감동적인 연
수, 감사합니다.

10

얘들아 세계에서 놀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려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은 나무다.
언제든 베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휘문고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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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빈곤과 재난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개발 NGO의 협의체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전문강사양성, 교원직무연수, 교재개발을 통해 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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