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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라멕의 모험 

전체원아

할머니와 둘이 살며, 돈을 벌기 위해 3년 전 
타지로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라멕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라멕을 
응원하는 그림동화를 그려 봄으로써 공감과 
협력, 존중에 대해 학습합니다.  

30분 O

아동
권리교육
(선택)

CESⅠ 5-6세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경계존중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일상에서 안전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0분 O O

CESⅡ 6-7세

해부학적 인형을 통해 우리 몸의 소중함과 
생명탄생에 대해 배우고, 성폭력 위험상황 
이전 일상에서부터 안전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0분 O O

안전교육
(선택)

호흡기 감염병 예방 인형극
-깨끗한 손으로 건강을 지켜요

6-7세
나와 친구, 지역사회를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교육 합니다.
30분 O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2022년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및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안내

Ⅰ. 굿네이버스 소개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 38개국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Ⅱ. 교육 프로그램 개요 (모든 교육 무료 진행)

*강사 대면 교육 : 굿네이버스 강사를 원으로 파견하여 대면 교육으로 진행 

*비대면 영상 교육 : 온라인 영상 자료를 제공 받아 원 선생님께서 교육 진행

*비대면 강사 교육 : 굿네이버스 강사가 줌(ZOOM)을 통해 교육 진행

*가정 연계 교육 :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교육

*강사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모두 표시 된 교육은 원의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교육 선택 가능 



Ⅲ. 교육 신청 방법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안내문 확인 / 

관할 지부 소통 후 

교육 협의  

신청서 작성 
보육기관 

관할구 확인  

해당 관할 지부 

유선 및 메일 신청
교육진행 

Ÿ 그림그리기대회는 자체 교육으로 진행되어 신청 시 참여 가능하나, 아동권리교육은 강사파견으로 진행

되어 지부 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강사파견 교육의 경우, 강사 일정 조율 후 접수된 교육이 확정되면 최종 확정 승인 알림 문자가 발송

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Ÿ 교육 진행 시 세계시민교육(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은 필수참여로 진행됩니다.

Ÿ 기타 문의는 아래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지부명 관할구 연락처 담당자명 / 이메일 

서울본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02-388-2050 박재영 간사 / jypark5@gni.kr 

서울동부지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6219-2208 조은비 대리 / ebjo01@gni.kr 

서울서부지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02-812-2040 이보람 대리 / seoul.west@gni.kr 

서울남부지부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02-569-2040 서동찬 대리 / dcseo1@gni.kr 

서울북부지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02-971-1391 신의향 간사 / ehshin1@gni.kr 

Ⅳ. 기타 아동 복지 사업 안내

1.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 희망장학금 지원 사업 :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장학금 지원

 - 위기가정 재기 지원 사업 : 내‧외부적인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필요한 경제적 부

분 지원 (생계주거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재해‧재난구호비, 학대피해지원)

2. 기업 연계 물품 지원 

 - 저소득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 

 - 전체 아동 지원 : 보편적 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원내 전체 원아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지원 

*복지사업 지원의 경우, 각 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오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