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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 GGCE캠프(학생 대상)
 ○ 일정표

시간 16시간

일정

1일차 2일차

10.5시간 5.5시간

토요일 일요일

07:00-07:30 산책 및 스트레칭

07:30-09:00 아침식사 및 휴식

09:00-10:00

GGCE 5: 소통하기

지구는 둥글다

다문화이해

지구를 지키자

글로벌 공헌활동 

이해

10:00-11:00

지구를 지키자

글로벌 공헌활동 

이해

지구는 둥글다

다문화이해

11:00-12:00
GGCE 6: 결심하기

서약서 작성 및 폐회식

12:00-13:30 등록 및 점심식사 점심식사

13:30-15:00

GGCE 1: 이해하기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Welcome to GGCE!

개회식 및 레크레이션

15:00-16:30

GGCE 2: 조화이루기

GGCE Harmony

아카펠라 공연과 합창 만들기

16:30-17:00 GGCE FAM TIME 1: 멘토링

17:00-19:00 휴식 및 저녁식사

19:00-21:00

GGCE 3: 존중/배려하기

편지는 사랑을 싣고

편지쓰고 받기

21:00-21:30 GGCE FAM TIME 2: 정리하기

21:30-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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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세부 설명

교육목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의도

1. GGCE(Gyeongg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포

함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이해하게 합니다.

2. 주입식 교육이 아닌 깨닫고 이해하는 방식의 교육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이 

용이하게 합니다.

3. 세계시민으로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비

판적으로 사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구분 일정 프로그램 및 설명

전체
1일차

오후

「Welcome to GGCE!」 : 우리는 모두 세계시민이라는 인식과 

GGCE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 친

해지는 프로그램

「GGCE Harmony」 : 

아카펠라 공연 및 아카펠라 배우기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

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프로그램

전체
1일차 

저녁

「편지는 사랑을 싣고」 : 부모님의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 친

구에게 쓰는 편지 등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

우는 프로그램

분반
2일차

오전

「지구는 둥글다」 : 다문화시대로 접어든 국내의 상황을 이해

하고 다른 민족과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화, 관습, 글로벌 

매너를 배우는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자」 : 세계평화, 환경, 인권 등 UN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실행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

정하는 글로벌 교육

전체
2일차

오전

「서약서 작성 및 폐회식」 :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의 수행을 위

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캠프를 마무리하는 프

로그램

전체 전일정

「FAM TIME(멘토링 모둠시간)」 : 각 FAM(모둠)별로 퍼실리

테이터가 배정되어 시간별 프로그램을 정리해주고 학생들의 

멘토링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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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림캠프(가족 대상)
 ○ 일정표

시간 15시간

일정

1일차 2일차

9.5시간 5.5시간

토요일 일요일

07:00-07:30 산책 및 스트레칭

07:30-09:00 아침식사 및 휴식

09:00-11:00

어울림 5: 알고 시작하기

세모아

세상에 못된 

아이는 없다

천냥빚

바른 말로 천냥 

빚을 값는 

언어교육

11:00-12:00 어울림 6: 결심하기

서약서 작성 및 폐회식

12:00-13:30 등록 및 점심식사 점심식사

13:30-15:00

어울림 1: 다가가기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Mingle Mingle

개회식 및 레크레이션

15:00-16:30

어울림 2: 조화이루기

어울림 Harmony

아카펠라 공연과 합창 만들기

16:30-17:00 어울림 FAM TIME 1: 멘토링

17:00-19:00 휴식 및 저녁식사

19:00-20:00

어울림 3: 소통하기

전지적 엄·빠시점

부모자식 간 고민상담 토크쇼

20:00-21:00
어울림 4: 감동하기

서로 발닦아주기

21:00-21:30 어울림 FAM TIME 2: 정리하기

21:30-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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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세부 설명

교육목적 가족관계회복 및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획의도

1. 가족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더 많

은 소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통하여 연령대별, 기질별, 문제별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

니다.

3. 자녀의 연령대별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부모·친구 간 원

활한 소통을 돕습니다.

4. 부모·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동이 있는 추억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회

복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구분 일정 프로그램 및 설명

전체
1일차

오후

「Mingle Mingle」 : 가족 및 참가자 전원을 위한 레크레이션

「어울림 Harmony」 : 

아카펠라 공연 및 아카펠라 배우기를 통해 공연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전체
1일차 

저녁

「전지적 엄빠시점」 : 부모·자녀의 시각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

한 토크쇼프로그램

「서로 발닦아주기」 : 부모·자녀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며 서로

에게 겸손하기로 고백하는 프로그램

부모/

학생 

분반

2일차

오전

「세모아(세상에 못된 아이는 없다)」 : 부모교육 특강

「천냥빚(바른 말로 천냥 빚을 값는 언어교육)」 : 이야기·드라

마 치료를 통한 소통교육

전체
2일차

오전

「서약서 작성 및 폐회식」 : 부모, 자녀 서로 이해하고 예의 지

지기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캠프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

전체 전일정

「FAM TIME(멘토링 모둠시간)」 : 각 FAM(모둠)별로 퍼실리

테이터가 배정되어 시간별 프로그램을 정리해주고 학생들의 

멘토링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