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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추진 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
□ 광명시는 대한민국 1호 평생학습도시(2001년)로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C)(2016년), 중소기업벤처부 선정 대한민국 최초 글로
벌학습도시(2017년), 교육부 선정 장애인평생학습도시(2020년)
- 1999년 전국 최초로「평생학습도시 선언」
- 2001년 「광명시 평생학습도시건설 5개년 계획」「경기도 평생학습관」지정
-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평생학습마을/도시조성 지원도시」선정
- 2002년 「평생학습원」 개원
- 2004년 광명시민대학 개설(2년제 전문과정)
- 2005년 제2회 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교육인적자원부)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광명시평생학습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 승인
광명지구마을 개소
English Cafe, 열린인문학 신설
광명교육진흥조례 제정

-

2013년
2014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8년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전 시범사업 도시 선정
IDEC 2014 Gwangmyeong, Korea 개최
중국 항조우 유네스코 글로벌네트워크학습도시(GNLC) 국제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네트워크학습도시(GNLC) 가입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특구지정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아시아 태평양회의 개최
제3회 학습도시 국제컨퍼런스(ICLC) 아일랜드 코크시 참석
동방학습지국 국제 평생학습 실천포럼(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공동주관)
2018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 승인
「시민주도 평생학습시스템 느슨한학교」

- 2018년 글로벌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문화교류 시민봉사단(부르키나파소)
- 2018년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년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및 발전뱡향 시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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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교육부 공모사업 선정(5개시)
- 2020년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2020. 4. 20. 장애인의 날)
- 2020년 제5차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착수
- 2020년 「유네스코 UIL 기획」코로나 위기에 대한 교육적 대응 우수사례
시장님 인터뷰(유네스코 공식 유튜브 송출, 2020. 5. 6.)
- 2020년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 2020년 광명자치대학 입학식(122명)
- 2020년 유네스코 GCC 세계시민교육 모델 개발
- 2020년 광명 평생학습원 개관

◦ 광명시는 세계시민교육(GCE)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GCE
의 명품 학습도시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계적 브랜드 선점
을 위해 평생교육의 글로벌 전초기지인 유네스코와의 적극적 교류 협력
확대가 필요함
◦ 2020년 글로벌평생학습복합단지인 철망산 평생학습원으로의 이전을 계
기로 2030을 향한 미래형 글로벌학습도시로서의 위상과 국제적 브랜드를
형성할 결정적 전환기를 맞고 있음
◦ 이에 국내를 넘어 세계적 브랜드를 갖는 평생학습도시이자 세계시민교
육 중점 학습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 특화
프로젝트 선점이 요구됨
◦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인증을 득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시민대학칼리지 UGCC( UNESCO Global Citizenship College)와 같은 새로
운 접근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함

[그림 Ⅰ-1]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C)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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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UN)은 새천년 밀레니엄발전전략(MDGs)의 일환으로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스코(UNESCO)

교육

2030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유네
세계시민교육

(GCED)의 이행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 이행

[그림 Ⅰ-2] 2030 SDG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 유네스코(UNESCO)는 UIL(유네스코국제평생교육기구), 유네스코아시아태
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GCED)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구안과 실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함
■ 유네스코국제평생교육기구(UIL)은 유
네스코의 카테고리1 교육전문기구로서
1950년 유네스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당초 유네스코국제교육기구(UIE)로 설립
되어 현재 70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글로벌 평생교육의 전초기지
■ UIL은 연구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학술 출판 등을 통해 195개국에 이
르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평생학습과 성
인 및 계속교육, 문해교육과 비형식 기초
교육 등을 촉진, 지원하는 전문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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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UIL은 KFP-GCE(세계시민교육 코리아프로젝트)를 제안하여 한국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국제프로젝트 추진과 아태지역 중심의 세계시민교
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함
◦ 2019년 10월 남미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린 제4차 ICLC(세계학습도시
총회)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은 핵심 주제로 논의되어 전 세계 300여개 유
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GNLC)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음
◦ 동회의에서 한국 GNLC 인천 연수구가 세계시민교육 코디네이팅 시티
(대표도시)로 그리스 GNLC 라리사와 함께 선정됨
◦ 2021년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
육회의(CONFINTEA Vll)주제가 세계시민교육으로 결정됨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구로구에 본부를 두고, 세계시민교육(GCED)과 국제이해
교육 확산을 추진하는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기구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
원(UNESCO
APCEIU)세계시민교육
(GCED)과 국제이해교육(EIU)의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
리2기관
■ APCEIU는 유네스코 교육 2030과 유
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시민교육(GCED)의 이행에 중
요한 역할 수행
■ APCEIU는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 교
육가 역량강화, 연구 및 정책 개발, 정보
교류 및 확산, 국제교사교류 및 세계시민
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EIU/GCED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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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은 독일 DVV-International(독일성인
교육국제기구)의 VHS(시민대학)를 비롯, 영국과 북구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의 시민대학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
◦ VHS는 지속가능발전교육(SDGs)과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향한 사
회통합교육의 맥락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77
개 학습도시와 49개 유네스코 학습도시(GNLC, 2020년 기준)에서도 최근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브랜드화 된 지역특화 시민대학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코디네이팅 도시인 인천 연수구의 세계시민교
육센터(가칭)운영 계획과 유네스코 건강웰빙 코디네이팅 도시인 오산시
의 백년시민대학, 성남시와 하남시 등의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추진

□ 상기와 같은 배경하에 GNLC 광명시는 세계시민교육의 메카도시
로 거듭남과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출하며 평생교육이 글로벌 본
산 기구인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기 위한 세계시민교육대학 특화
모델 개발 연구 수행

[그림 Ⅰ-3] 연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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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
□ 본 연구의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설정

<표 Ⅰ-1> 연구 주요 과업 4개 영역

◦ 첫째, 유엔 세계시민대학(GCC) 구상 배경을 조사하여 유엔 MDs,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한 유엔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EFI) 기반 세계
시민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일환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UIL)의 GCE 전
략과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본산 APCEIU 아태국제이해교육원 GCE를 분석함
◦ 둘째, 광명시 세계시민교육 현황과 특성 및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광
명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 특화 현황 및 전략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광
명 시민교육 특화 모델 및 발전과정, 추진역량, 잠재역량을 분석하였으
며. 광명형 세계시민교육 특화 미래형 모델 구상을 위해 기존 발전 계획
및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특화사례 벤치마킹함
◦ 셋째, 글로벌 인증 모델과 지표 개발을 위한 유사 사례 UNU(유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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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GCC글로벌 인증 기준 및 지표와 인증 절차
모델 및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GCC Draft 모델 및 지표 시안 검토와 의
견 수렴 과정을 통해 대안 탐색함
◦ 넷째, 유네스코 글로벌 인증 GCC 광명 모델을 위한 GCC 비전 및 철학,
권역별 캠퍼스를 구상하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K-MOOC
및 NGO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GCC 모델을 글로벌화하여 확대 운
영할 방안 및 국제인증을 위한 제도를 구상함

 추진 방법
□ 본 연구의 추진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메타분석, 빅데이터
분석, 자문위원회 운영,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로 수행

[그림 Ⅰ-4] 연구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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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연구 주요 과업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이 2020년 5월 1일 착수,
6월 11일 중간보고, 6월 26일 최종보고를 거쳐 6월 30일 사업수행
완료(최종성과품 7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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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시민대학(GCC) 구상배경 및
동향 분석
1. 구상 배경
2. 동향 분석
3. 지속가능 도시발전(SDGs) 글로벌 동향

Ⅱ. 세계시민대학(GCC) 구상배경 및 동향 분석
 구상 배경
□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전초기지
◦ 세계시민교육 기구는 유엔(UN)-유네스코(UNESCO)-유네스코국제평생교육
기구(UIL)-유네스코한국위원회(NC)-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으로 대표됨

[그림 Ⅱ-1]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전초기지

◦ 2012년 UN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는
세계시민성 함양과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강화 방안 마련에 결정적 계
기가 되어 세계시민교육 빅 플랜이 구상됨

[그림 Ⅱ-2] UN 세계시민교육 빅 플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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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의 배경 및 동향은 다음 5가지 영역에 해당됨
◦ 평화와 세계 안전 보장, 지속가능발전,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국제연합기
구 UN의 지속가능발전 2030 목표 달성 17대 과제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빅 플랜 구상
◦ 지속가능발전 2030 아젠다를 제시한 UNESCO는 2013년 세계시민교육 전
문가회의(한국), 2013년 제1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포럼(태국)을 개최하고,
2014년 세계시민교육 무스카트 선언, 2015 WEF세계교육회의 인천 선언(한국)
◦ UIL 유네스코 평생교육기구는 2013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GNLC) 제1차 ICLC총회(베이징), 2015년 제2차 ICLC총회(멕시코시티), 2017
년 제3차 ICLC총회(아일랜드 코코), 2019년 제4차 ICLC총회(콜롬비아 메데
진) 개최함
◦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글로벌 전문기구 APCEIU(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
교육원)는 세계시민교육(GCED)과 국제이해교육(EIU), 2030 유엔 지속가능
발전(SDGs) 목표,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 교육과 역량강화, 연구정책개발,
정보교류, 네트워크 GCED를 이행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
야 국제 협력 촉진 및 세계평화와 지속가능발전 전문기구로서 유엔 SDGs4
실현 평생학습 관점 교육 접근성 확대, 포용성과 형평성, 양질의 교육과
학습 성과 제고 2030 이행 활동함

[그림 Ⅱ-3] UN의 세계시민교육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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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분석
□ UN 세계시민교육 아태지역 허브 APCEIU
◦ APCEIU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의 효
과적 실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교류, 정보공유, 네트
워크, 전문가 양성, 권역별 지도자 양성 등 국제적 허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2016 ESD와 GCED 실행을 위한 중앙아시아 소지역 연수를 시작으로 새
로운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부상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사례와 페다
고지 공유의 장을 여는 국제회의(2016), 2016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회의를 통한 2030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행동과 연대가 촉구하
며 2017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테러와 폭력 등 전지구적 도전 앞에서
해답 찾기), 2018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 가이드 출간, 2018 아태지역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회의, 2018 전세계 청년들의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워크숍, 20018 장소 기반 학습(Place-Based Learning) 적용 세계
시민교육 실행 아이디어 공유, 2019 제4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화해,
평화, 그리고 세계시민교육)를 개최함
◦ 최근 2019년 9월 제4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 화해, 평화,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과 2020 COVID-19 세계시민교육 웨비나를 개최함

[그림 Ⅱ-4] UN 세계시민교육 아태지역 허브 APC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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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L 글로벌 학습도시(GNLC) / 세계시민교육
◦ SDGs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목표를 국가 차원과 도시 차원의 정책으로
환원, 전환해야하며,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진 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
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함
◦ 이를 위해 포용적이고 통합적이고 공정한 질 높은 교육과 모든 이를 위
한 평생학습을 진작을 위해 도시와 도시 거주민들의 보다 포용적이고 안
정적이며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함
◦ Think Globally, Act Locally! 생각은 전지구적으로, 행동은 각자의 지역
에서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
시 네트워크(GNLC) 조성하며 전세계 172개국 학습도시들이 GNLC 활동
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태지역 최고의 50개 GNLC 활동 중

[그림 Ⅱ-5] UIL 글로벌 학습도시(GNLC) 세계시민교육

□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 UN대학(UNU)
◦ 일본 동경 시부야에 본부를 두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 달성
을 위한 독특한 교육의 기회를 전세계 확산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의 세계적인 학문 공동체로서의 대학
◦ 17개 국가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벨기에(브뤼헤), 캐나다(해밀튼), 중
국(마카오), 핀란드(헬싱키), 독일(본1,2,3), 독일(드레스덴), 가나(아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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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1,2), 말레이시아(코알라룸프), 말레이시아(푸트라자야), 네덜란드
(마스티크트), 포르투갈(구이마레스), 미국(뉴욕), 베네수엘라(카라카스) 등
에 UNU가 운영 중임
◦ UNU는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그리고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리
더들에게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운
영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학자와 교수진들을 초빙해서
운영하며 다양한 국적을 가진 글로벌 학생들이 유엔 핵심에서 연구 경험
과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 경험을 학습함
◦ 다양한 정부 간 기구와 연계된 13개국 15개 UNU 전문기구에서 평화,
진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와 교육훈련, 세계 공동체 내에서의 학문
적 대화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
◦ 교육진행 시 평화, 안보, 인권/개발 거버넌스/인구와 보건/세계변화와 지속
적인 발전/과학, 기술과 사회 5가지 핵심 연구 과제를 정하고 다양한 네트
워크를 중심으로 석/박사 학위과정과 비학위 프로그램, 제휴 프로그램 등
을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GCC 교육운영 모델 구축 시 광명시의 핵심이 되는 컨셉 또는
주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평생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그림 Ⅱ-6]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유엔대학(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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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유엔대학(UNU) 현황 및 특성

□ 세계시민교육 유럽형 모델 : 독일 DVV-VHS(시민대학)
◦ 모든 사회계층이 만나서 서로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곳
이라는 철학을 추구하며 정치 교육, 진정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새 사
회 건설을 목적으로 시민의 자유 및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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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간의 발전과정 속에서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인교육제도
로 구축(지역사회 특성 반영)
◦ 독일의 시민대학은 16개 주에 걸쳐 1,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900만
명이 연간 66만 개의 강좌에 참여하며, 주요 카테고리는 ① 언어, ② 독
일어 종합, ③ 건강과 영양, ④ 예술, 문화 및 창의성, ⑤ 컴퓨터 및 인터
넷, ⑥ 직업 및 경력, ⑦ 정치, 사회, 환경, ⑧ 기본교육 및 학교 학위과
정 등으로 구성됨
◦ 이 가운데 어학 프로그램은 독일 전체 시민대학 강좌의 41.8%에 달하며,
이 밖에 건강 관련 강좌가 18%, 직업교육 강좌가 14.7%, 문화 예술 강좌
가 11.1%, 정치·사회·환경 관련 강좌의 비율은 5.4% 등임
◦ 유럽의 적극적 시민성 교육을 실행하는 대표적 모델로 독일 DVV가 실
시하는 전 유럽의 시민대학(VHS) 모델로써 형평성, 사회통합, 적극적 시
민성 증진을 위해 EU차원에서 교육 및 훈련에 협력하고 있으며 적극적
시민성/참여적 시민성으로서의 사회통합 및 공평 기회 증대 전 유럽의
민주주의 결핍 해소를 위한 교육 제도로서의 민주적 방식 의견 개진과
동기부여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 교육을 실시함
◦ 다양한 유럽 국가들에서 국가의 형식 및 비형식 교육 국가 커리큘럼에
시민성 교육이 주요 화두로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 교육 정책의 우
선순위가 “교육을 통한 시민성 및 자유, 관용과 차별금지의 공동 가치
증진”에 대한 EU교육장관들의 파리 선언(2015), ET2020 우선순위에 포
함됨
◦ 유럽이 직면하는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신
념, 세계관, 공동체 일원으로서 취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
와 활동을 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등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안에서 다양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실시함(신문, TV, 종교, 토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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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세계시민교육 유럽형 모델 독일 DVV-VHS 시민대학

 지속가능 도시발전(SDGs) 글로벌 동향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각국 대응 사례

출처 : 국토연구원(2016). 해외 국가도시정책 동향과 시사점
[그림 Ⅱ-9]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각국 대응 사례

◦ 영국은 2010년 공공서비스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지방정부와 지역 공동체에 이양하고, 공동체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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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운 시스템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호주는 국가 차원의 통일성 있는 도시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
한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정책의 공통의 비전을 설정함(생산성, 지속가능성, 활력성)
◦ 프랑스는 모든 도시거주민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이민자 등)을 중심으
로 하는 도시정책을 수입하며 중앙정부와 도시들이 계약 형태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도시취약지구를 집중 지원함
◦ 미국은 도시정책 소관부처와 백악관 도시정책실에서 국가주도의 도시 정
책을 추진하고, 모든 도시 문제는 대도시권에 권한을 이양하되, 국가는 공
공-민간-비영이 부문 간 협력을 지원함
◦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2050』계획 수립
및 법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정책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 특히 시정촌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그림 Ⅱ-10]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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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시민교육 개념모델 및 영역
1. 세계시민교육 배경 및 개념
2. 세계시민교육 영역 및 내용

Ⅲ. 세계시민교육 개념모델 및 영역
 세계시민교육 배경 및 개념
□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타인과의 사회관계 속에서 성숙한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미래지향
적 청소년과 시민의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이 전 세계적인 핵심 화두로 대두
◦ 다양성의 가치와 관용 정신을 길러, 국가·문화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과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성과 공생의 가
치를 출발점으로 함
- 과정 중심 문제해결중심 참여지향적 교육
- 학교교육을 넘어 전 생애적 평생교육의 차원
- 평화교육 인권교육의 차원

출처: 최운실(2019). 세계시민성교육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2019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 세미나 자료집.
[그림 Ⅲ-1]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배경

□ 변혁지향적 참여와 실천의 세계시민교육
◦ 최근 세계시민교육의 화두는 변혁지향적 교육이며, 이는 기성세대의 가
치체계와 규범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경향에서 벗
어나 학습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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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중점을 둠
◦ 학습자는 주요 담론에서 제시된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소외되어 불평등을 경험하는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함
◦ 세계시민교육은 참여와 실천. 참여지향적(Civic Engagement)이며 실천지
향적(Action-oriented)임
◦ ‘시민성에 대하여 배우는 교육(=Education ABOUT Citizenship)’을 뛰
어넘어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교육(=Education THROUGH
Citizenship)’으로의 발전
◦ 세계시민교육은 평생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
재적 교육과정 모두를 통해 전개되어야 함

출처: 최운실(2019). 세계시민성교육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2019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 세미나 자료집.
[그림 Ⅲ-2] 변혁적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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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교육은 무엇보다 학습자(아동, 청소년, 성인)를 능동적인 교육의
주제로 삼고, 학습자가 국지적·세계적 문제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보다 공정하고 관용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함

출처: 최운실(2019). 세계시민성교육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2019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 세미나 자료집.
[그림 Ⅲ-3]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비교

□ 세계시민성 핵심역량 지표
◦ 세계시민성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은 다음 6가지 지표에 해당됨
◦ 첫째,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인종·문화·종교·계급 등
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공동의 ‘집단 정체성’에 기초한 태도
◦ 둘째, 보편적인 핵심 가치(예: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차별
철폐, 관용) 및 글로벌 이슈와 경향에 대한 깊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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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
지적 기능들
◦ 넷째, 감정이입,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
◦ 다섯째, 공감 또는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언어·문화·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과 비인지적 기
능들(Non-cognitive Skills)
◦ 여섯째,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에 참여하는 행동능력

[그림 Ⅲ-4] 세계시민성 핵심역량 지표

□ 세계시민성 정의와 세계시민성 학습자

[그림 Ⅲ-5] 세계시민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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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운실(2019). 세계시민성교육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2019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 세미나 자료집.
[그림 Ⅲ-6] 세계시민성 학습자

◦ 세계시민성 학습자는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로서 세
계시민교육을 위한 인지적 영역으로,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조
및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하며 글로벌 이슈와 지역적 이슈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하고, 세계시민성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탐구와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함
-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기초 능력의 바탕 위
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과 맥을 같이 함
◦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로서 세계시민교
육을 위한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자아정체성, 상호관계성과 소속감의
이해, 공유 가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
과 존중, 다양성과 보편성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는
것을 포함함
-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문화적 소양과 다원
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과 관
련이 깊은 학습자 특성임
◦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로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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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으로 인권보호, 타인과 환경을 돌보려는 가치와 태도, 개인적·사
회적 책무성을 갖춰야 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윤리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계발해야 함
-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과
관련이 깊음

 세계시민교육 영역 및 내용
□ 세계시민교육의 영역 및 내용
◦ 세계시민교육 영역 및 내용에 관해 본 연구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APCEIU)에서 수행한 (한숭희, 2019)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의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77개 하위내용영역 모델을 근
간으로 하고 있음
◦ 상기 모델에서는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①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교육
② 인권교육 ③ 평화/비폭력/안전교육 ④ 문화다양성교육 ⑤ 친환경생활
교육 ⑥ 생활건강교육 ⑦ 인터넷관련교육 ⑧ 경제/노동교육 ⑨ 실천적시
민참여교육 등으로 제시함
◦ 첫째,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교육 영역은 세계화 관련 교육, 국가 간 이
주/이동 관련 교육, 세계시민주의 관련 교육, 글로벌시민 정체성 관련 교
육, 지구촌 경쟁 관련 교육, 지구촌 불평들 및 빈공 관련 교육, 국가 간
격차 관련 교육
◦ 둘째, 인권교육 영역은 인간답게 살 권리 관련 교육, 인권감수성 관련
교육, 양성평등 관련 교육, 소수자인권(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 관
련 교육,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관
련 교육, 외국의 인권 상황 관련 교육
◦ 셋째, 평화/비폭력/안전교육 영역은 평화 관련 교육, 국제분쟁 관련 교
육, 통일 관련 교육, 안전 관련 교육, 가정폭력 관련 교육, 괴롭힘 관련
교육, 따돌림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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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세계시민교육 영역 및 내용(1)

◦ 넷째, 문화다양성교육 영역은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문화상대성 관련
교육, 다문화/간(間)문화 이해 관련 교육, 다문화 사회 관련 교육, 이주민
관련 교육, 이념과 종교의 혼종성 관련 교육, 세대 간 이해 관련 교육
◦ 다섯째, 친환경생활교육 영역은 지속가능환경 관련 교육, 환경보전 관련
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그린에너지 관련 교육, 기후변화 관련 교육,
지구촌 온난화 관련 교육, 생태주의 관련 교육,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
쓰레기 재활용 관련 교육
◦ 여섯째, 생활건강교육 영역은 건강 관련 교육, 보건 관련 교육, 정신적/
육체적/심리적 건강 관련 교육, 위생 관련 교육, 청결 관련 교육, 전염병
관련 교육, 약물남용/중독 관련 교육, 성교육 관련 교육, HIV/에이즈예방
교육 관련 교육, 자살예방 관련 교육, 고령화 관련 교육

[그림 Ⅲ-8] 세계시민교육 영역 및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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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인터넷관련교육 영역은 인터넷 관련 교육, 미디어 관련 교육,
정보화 관련 교육, 가짜 뉴스 관련 교육, 기초문해능력 관련 교육, 외국
어 관련 교육,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제2의 인생설게 관련 교
육
◦ 여덟째, 경제/노동교육 영역은 글로벌 경제 관련 교육, 자본의 이동 관
련 교육, 노동시장 분절화 관련 교육, 지역경제 관련 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교육, 여성경력단절 관련 교육, 고용형태 관련 교육, 최저임금 관련
교육, 직업능력 강화 관련 교육, 지속가능 소비/생산 관련 교육
◦ 아홉째, 실천적시민참여교육 영역은 자치(시민자치, 주민자치) 관련 교
육, 시민행동 관련 교육, 온라인 청원 관련 교육, 온라인 정치 참여 관련
교육, 봉사활동 관련 교육, 기부 관련 교육, 구호활동 관련 교육, 캠페인
관련 교육, 지역사회 구성원 관련 교육,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 가족공동
체 관련 교육

[그림 Ⅲ-9] 세계시민교육 영역 및 내용(3)

□

세계시민교육(GCE)

영역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워킹그룹

(GCED-WG)에 따르면 세계시민성 역량을 8대 영역(① 공감능력 ②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③ 소통과 협업 능력 ④ 갈등 관리 능
력 ⑤ 안정감과 정체성 ⑥ 보편적 가치 공유 역량 ⑦ 다양성의 존중
과 문화간 이해력 ⑧ 글로벌 이슈의 인식)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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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세계시민교육 영역

◦ 상기 모델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영역을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
영,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 각각의 영역에
서 필요한 세계시민성 교육의 하위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그림 Ⅲ-11]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하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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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광명의
선택 : 세계시민교육 GCC
1.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GNLC 광명’
2. 평생학습도시 관점에서의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
3. 광명 민주시민교육 사업 현황

Ⅳ.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광명의 선택
: 세계시민교육 GCC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GNLC 광명’
□ 2020 광명 글로벌 학습도시 인프라 : 광명시 평생학습원

출처: 광명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https://lll.gm.go.kr/lll/index.do)
[그림 Ⅳ-1] 광명시 글로벌 학습도시 인프라 : 광명시 평생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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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https://lll.gm.go.kr/lll/index.do)
[그림 Ⅳ-2] 광명시 글로벌 학습도시 인프라 : 광명시 평생학습원 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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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LC 광명시의 세계시민교육 구상
◦ 광명시는 2021년에서 2025년을 견인할 향후 5년간의 제5차 평생학습중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에 착수함
◦ 동 계획은

학습도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시민학습 전

략을 담아낼 시방서로서 시대정신과 호흡하고 선도하는 평생학습도시 건
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시 변화를 이끄는 시민이 평생학습에서 양
성되고, 이들 시민이 주체적인 연대로 자치분권, 민-관 협치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동 계획에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광명자치대학 운영을 통해 혁신의
제별 시민활동가 양성과 자치분권을 주도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평생학

습도시 광명을 견인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계획들을 중점적으로 담아낼
예정임

출처: 광명시 제5차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착수보고자료(2020).
[그림 Ⅳ-3] GNLC 광명시 세계시민교육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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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세계시민교육 현황
□ 광명자치대학
◦ 광명시 정책 융합 평생학습모델로서 시민주권 시대에 발맞춰 자치분권
의 획기적 확대를 계획하고, 학습을 통한 성장으로 분권과 자치, 참여와
협치, 학습과 실천의 시대정신을 실현하여 시민 전체의 자치력, 시민력을
향상함

출처: 광명시 평생학습원 내부 자료(2020).
[그림 Ⅳ-4] 평생학습도시 관점에서의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 : 광명자치대학

◦ 광명자치대학과 지역 현황 및 시책과의 연계성을 형성하여 네트워킹을
통한 시민전문가를 양성함
◦ 광명자치대학은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책을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갈등 완화와 협력적 융합의 주
민자치회 실천적 현장리더로 성장하며 참여자들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
을 위한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
◦ 다음 5개 학과와 성과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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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시 평생학습원 내부 자료(2020).
[그림 Ⅳ-5] 광명자치대학 학과구성 및 성과목표

□ 세계시민학교(민주시민학교/시민실천학교)
◦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더 나은 삶‘, ‘더 큰 광명’ 실현을 위한 열
린 학습도시 광명
◦ 시민 누구나 학습과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나와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함
◦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학습도시 광명의 세계시민학교 모델을
개발 확산하고 있음

출처: 광명시 평생학습원 내부 자료(2020).
[그림 Ⅳ-6]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 : 세계시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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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느슨한 학교-든든한 학교
◦ 광명은 시민주도형 동행과 상생의 글로컬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을 구
동하는 느슨한 학교를 통해 시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성종적으로
정착함
◦ 느슨한 학교는 함께할 수 있는 ① 공간형의 붙박이 느슨한 학교 ②

함

께 나눌 수 있느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움직이는 느슨한 학교 ③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이 되는 우리 가게 느슨한 학교
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출처: 광명시 평생학습원 내부 자료(2020).
[그림 Ⅳ-7]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 : 광명 느슨한 학교

□ 광명 촘촘한 학교 : 학습동아리
◦ 광명형 세계시민교육 특화 모델 중 하나인 촘촘한 학교는 광명형 학습
동아리의 확산적 시민학습공동체 모형으로 자발적 모임을 구성한 성인학
습자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습공동체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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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시 평생학습원 내부 자료(2020).
[그림 Ⅳ-8]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 : 광명 촘촘한 학교

 광명 민주시민교육 사업 현황
□ 민주시민교육(인권, 민주, 통일 등) 사업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일상의 민주시민교육 확산 및 실천역량 강화, 학습과
실천의 균형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시민성과 공공성 함양의 토대를 마련함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개요(2019)
- 2019.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
- 2019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협력사업
광명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21개 기관 및 단체)
“우리동네 평화롭고 소소한 이야기 나눔장”토론회
민주시민교육 지역생태계, 민주의 둥지를 틀다 - 광명교육지원청 협치사업
민주시민 사람책과 만나는 수다회
- 2019 시민성 향상 과정
참여와 협력을 위한 민주시민 방법론
민주시민교육, 예술로 환경문제 들여다보기 시즌Ⅱ“기후변화”
평화감수성 교육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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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개요(2020)
- 2020.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
- 2020.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함양 사업 추진
: 민주시민교육, 예술로 환경문제 들여다보기 시즌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과 환경”
- 광명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2021년~2023년) 수립 (2020. 5월)
-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기관 선정 (위탁기관 : 광명YMCA/ 협약)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일상적 민주주의 실천사업 지속 추진(세미나, 연구, 워크숍, 토론 등)
- 민‧관 협력사업 및 관ㆍ관 거버넌스(지자체&교육청) 사업 운영
- 마을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신규 위촉(15명 내외) 및 운영위원회 개최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 운영
- 민·관 거버넌스 구축(시민단체 · 작은도서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민주시민
역할촉진 네트워크 지원
- 지식 공유, 토론 등을 통한 시민성 향상 및 지역공동체 역동성 제고

□ 민주시민교육 발전계획(2020)에 제시된 광명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 광명 민주시민교육 발전계획(2020)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민에 의한, 시
민을 위한, 시민의 교육이라는 전제하에 광명형 민주시민교육 모델로써
4가지 영역을 설정함
◦ 첫째, 민주주의 이해 교육은 민주주의 원리와 역사, 헌법교육, 자본주의
교육, 평화동일 교육 등으로 구성됨
◦ 둘째, 시민행위 능력 교육은 대의제/숙의 민주주의 실현 유권자 교육,
민주적 의사결정방법론, 숙의민주주의, 토론교육, 수평적 의사소통, 갈등
조정교육, 퍼실리테이션 등으로 구성됨
◦ 셋째, 현실정치쟁점 교육은 공동체 이해와 참여 촉진 현실정치, 지자체
예산정책 교육, 지방의회의 정 이해, 자치분권교육, 협치교육,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교육, 미디어리터 러시 교육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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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시민사회운동 교육은 사회변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인권교육,
다문화이해, 성평등, 기후환경, 교육환경, 협동과 참여, 정보격차 문제 등
으로 구성됨

[그림 Ⅳ-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0) : 광명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 광명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0)에는 향후 3년을 견인할 광명형 민주
시민교육 허브 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비전 구현을 위한 전략
목표로 ① 민주시민교육 터 넓히기(2021) ② 민주시민교육 터 다지기
(2022) ③ 광명형 민주시민교육 시행기(2023)를 설정하고 있음

출처: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0).
[그림 Ⅳ-10]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0)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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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계획(2020)에 제시된 광명형 민주시민교육 세부교육과정
◦ 동 계획에서는 광명형 민주시민교육의 세부교육과정을 다음의 표에 제
시된 바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출처: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0).
[그림 Ⅳ-11]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0)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세부 교육과정

◦ 사회집단별 세부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공통과정과 대상별 교육과정으
로 ① 아동/청소년 ② 청년 ③ 신중년 ④ 노인 ⑤ 여성/주부 ⑥ 장애인
⑦ (1인)가족 ⑧ 공무원 ⑨ 학부모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출처: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0).
[그림 Ⅳ-12]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0) : 사회집단별 세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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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0)에서는 4대 권역별(광명권역, 소하권역, 하
안권역, 철산권역)로 민주시민교육 아젠다를 제시함
- 광명권역은 ① 부모역할, 가정내 민주시민교육 ② 다문화 가정과 연계
된 교육 ③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므로 학기초
초등 1학년 학부모 대상 ‘아이교육과 학부모 역할’, ‘가정에서의 민
주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유치원, 어린이집 엄마 대상 ‘우리아이 민주시
민으로 키우는 법’, ‘자녀와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 ‘다문화가정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노래(춤)와 만나다’ 등의 교육이 필요함
- 소하권역은 ① 교육 내용보다 교육방법과 방식에 대한 내용 ② 스포
츠를 매개로 한 민주시민교육 ③ 노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므
로 ‘세대별 리더양성과정’, ‘스포츠클럽을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노인세대 연령 세분화하는 ‘노인 대상 민주시 민교육’, ‘온라인 민주
시민교육’, ‘000를 위한 간담회(수다회)’ 등의 교육이 필요함
- 하안권역은 ① 노년기 대비 ② 선배 민주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③ 소통교육 ④ 다양한 교육 주제가 요구되므로 고령사회를 감안, ‘아
름다운 노후’, ‘인생 재설계’, ‘소통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층간
소음해결을 위한 교육’, ‘가족단위 1박2 일 캠핑’, ‘어떻게 살까?’,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까’, ‘자치’, ‘5분 민주시민교육’, ‘전연령
층 대상 소통교육’ 등의 교육이 필요함
- 철산권역은 ①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내용 ② 예산과 정책, 의
정감시 등 현실정치 ③ 다른 권역에 비해 다양한 교육 주제 ④ ‘공론
장’ ‘토론’ 교육이 요구되므로 ‘재건축에 대한 이해’, ‘국가예산
및 광명시 예산 과 정책’, ‘조례에 대한 이해’, ‘노동 경제민주화’,
‘4차산업혁명’, ‘의정활동 감시단 교육’, ‘공론장 관련 사전토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민주시민교육 캠페인’, ‘아파트 관리
비 어떻게 쓰일까?’, ‘아파트 관리규약 읽기’, ‘아파트관리 모니터
링’ 등의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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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020) : 권역별 세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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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인식과
요구
1.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인식과 요구
2.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Ⅴ.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인식과 요구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인식과 요구
□ 광명시민 세계시민교육 인식과 요구 조사 개요

[그림 Ⅴ-1] 광명시민 세계시민교육 인식과 요구 조사 개요

□ 세계시민교육의 9대 영역 중요도 순위
◦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요도 우선순위 중 인권 교육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가 57표로 1위를 차지함
◦ 이어서 실천적 시민참여교육이 41표로 2위,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교육
이 39표로 중요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나, 2위인 실천적 시민참여교육
과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
◦ 생활기술교육에 대한 중요도는 전체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에서 중
요도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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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

◦ 세계시민교육의 9대 영역 중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교육의 하위내용 영
역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는 세계시민주의 관련 교육의 중요도가 51표
로 1위, 다음으로 세계화 관련 교육이 43표로 2위, 글로벌 시민 정체성
관련 교육이 39표로 3위를 차지하였으나 2위와의 차이는 4표로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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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2)

◦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 인권 교육의 하위내용 영역 중요도 우선순위
는 인간답게 살 권리 관련 교육이 90표로 중요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
위인 인권감수성 관련 교육과는 무려 54표 차이를 보였고, 아동/청소년
교육은 32표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4]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3)

◦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 평화/비폭력/안전교육의 하위내용 영역 중요
도 우선순위는 평화 관련 교육이 59표로 1위, 가정폭력 관련 교육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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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2위, 괴롭힘 관련 교육은 32표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5]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4)

◦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 문화다양성 교육의 하위내용 영역 중요도 우
선순위는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이 62표로 1위, 세대 간 이해 관련 교육
이 43표로 2위, 다문화/간문화 이해 관련 교육이 34표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6]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5)

◦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 친환경생활 교육의 하위내용 영역 중요도 우
선순위 중 지속가능환경 관련 교육이 69표로 중요도 1위를 차지, 2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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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재활용 관련 교육과는 30표 차이를 보이며, 기후변화 관련 교육
은 33표로 중요도 3위를 차지함

[그림 Ⅴ-7]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6)

◦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 생활건강 교육의 하위내용 영역 중요도 우선
순위는 정신적/육체적/심리적 건강 관련 교육이 69표로 1위, 건강 관련
교육이 51표로 2위, 전염병 관련 교육이 35표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는 최근 COVID-19 사태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그림 Ⅴ-8]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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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 생활기술교육 하위 내용 영역의 중요도 우선
순위로 인터넷 관련 교육이 52표로 1위, 미디어 관련 교육이 41표로 2위,
제2의 인생설계 관련 교육이 37표로 중요도 3위를 차지함

[그림 Ⅴ-9]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8)

◦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 경제/노동교육 하위내용 영역 주요도 우선순
위는 직업능력강화 관련 교육이 46표로 1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관련
교육은 43표로 2위, 글로벌 경제 관련 교육이 41표로 3위를 차지하였으
나 1위와 2, 3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Ⅴ-10]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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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 9대 영역 중 실천적 시민참여교육 하위내용 영역 중요도
우선순위는 자치(시민자치,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 54표로 1위, 가족공동
체 관련 교육이 42표로 2위, 시민행동 교육이 39표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11]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0)

□ 세계시민교육 활성화/광명시 추진 민주시민교육 사업 우선순위
◦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및 광명시 추진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중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
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이 47.1%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
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가 45.1%로 2위,
◦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이 43.1%로 3
위를 차지함

[그림 Ⅴ-12]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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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제공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시민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으로는 “시
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대한 내용 및 방법”이 103표로 67.8%
◦ 다음으로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에 관한 교육이 72표를 받으며 47.4%,
◦ 그 다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
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이 42.8%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13]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2)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세계시민교육 학습 방법 유형 중요도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세계시민교육 학습 방법
유형의 중요도 설문 결과 참여자들의 적극적 토론 등 쌍방향 의사소통
학습이 90표로 1위, 지식공유 및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 시민자율참
여학습이 68표로 2위, 축제, 박람회, 전시회 등 문화 활동 학습은 39표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14]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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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확장 위한 주력 내용 중요도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확장을 위한 주력 내용 중
요도 설문 결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관점 전환이 76표로 1
위,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공유가 63표로 2위,
세계시민교육 다양한 교육 공간 확보/제공이 53표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15]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4)

□ 세계시민교육 가치 지향성 중요도
◦ 세계시민교육 가치 지향성 중요도는 시민으로서 자기 성찰과 개선 노력
이 74표로 1위, 실천, 체험 등을 통한 시민성 체득이 69표로 2위, 인문교
양, 문해 등 다른 주제와 결합한 다면적 교육이 55표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16]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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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 운영 양식 중요도
◦ 세계시민교육 운영 양식 중요도 순으로 실천 지향적이 90표로 1위, 학습
자 중심적이 72표로 2위,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열려 있다가 71표로 3위
를 차지함

[그림 Ⅴ-17]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6)

□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 역할과 책임 중요도
◦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문에서 광명시 평생학습
원이 89표로 1위, 관내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 평생교육기관과
광명동별 주민자치센터가 각각 58표로 2위, 공공 및 민간 도서관(작은 도
서관 포함)이 50표로 3위를 차지함

[그림 Ⅴ-18]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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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대 정도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대 정도는 참여하고 실천하기가 83표로 1위, 차
이와 다양성 존중이 70표로 2위,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이 3위를 차지함

[그림 Ⅴ-19]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8)

□ 세계시민교육에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및 의향
◦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과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에 대한 응답이 32.1%, 현재 참여 중이라는 응답
이 23.1%, 참여해 본 적 없다는 응답에 44.9%

[그림 Ⅴ-20]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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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 결과에 대한
설문 결과 참여할 의향이 매우 강하다는 응답에 29.9%, 참여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에 47.1%, 잘 모르겠다는 응답에 18.5%, 나머지 참
여할 의향 없음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4.5%를 차지함

[그림 Ⅴ-21]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20)

□ 광명시 글로벌 학습도시 인지 여부
◦ 광명시 글로벌 특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여부 조사 결과, 광명시가 글
로벌 특구 등 글로벌 도시에 대한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2.4%,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9%, 별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의 답변은 각각 24.4%와 10.3%로 총 34.7%를 차지함

[그림 Ⅴ-22]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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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세계시민교육 정책 중요도
◦ 광명시 세계시민교육 정책 중요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보면, 중요하
지 않음의 영역(6~10)이 총 22.3%인 반면, 중요하다는 의견(1~5)은 77.7%
를 차지함

[그림 Ⅴ-23]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22)

□ 광명시 GCC 선정 필요성 인식
◦ 광명시 GCC 선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43.3%, 다
소 필요하다는 39.5%, 잘 모르겠다는 14%로,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
변은 3.2%를 차지함

[그림 Ⅴ-24]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영역 중요도 인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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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 세계시민교육 관련 단어
◦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상 주요 키워드는 시민, 인권, 글로벌, 민주주의,
다양성, 공동체, 평화, 평등, 문화, 환경, 실천 등

[그림 Ⅴ-25]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연상 단어

□ 세계시민교육 관련 기관
◦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상 기관 주요 키워드는 광명시 평생학습원, 도서
관, 시민단체, 마을센터, 학습동아리, 교육청, 시민대학, 복지관, 시청, 마을배움터 등

[그림 Ⅴ-26]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연상 기관 또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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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상되는 프로그램 키워드는 시민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평생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글로벌교육, 정치교육, 장애인교육, 소통참여 등

[그림 Ⅴ-27] 광명시민의 세계시민교육 연상 프로그램

□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제언
◦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제언 키워드는 글로벌 시민성, 인재양성, 인류애, 보편
성, 거점 확보, 주민자치의원들이 기본적 교육에 최우선시, 수료자들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실천, 실생활 활용 교육, 참시민을 위한 참교육, 공무원 교
육, 소통하는 시민교육, 참여, 관심, 실천, 담당공무원들의 이해와 인식점검, 홍
보설명회 개최, 제반 행정 지원, 연령 다양화,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제공, 시민
사회단체 육성, 네트워크 구축, 청년고용 일자리 연계, 시민주도 생활 문제 해
결, 다문화 수용성, 많은 예산 배정, 세대간 이해 교육, 누구나 쉽게 참여, 실시
간 유튜브 강좌, 광명시민우선, 축제, 글로벌세계시민의식, 소공동체 지원, 시민
들의 적극적 참여, 재정의 투명성, 정보 공개, 지역사회 연계

[그림 Ⅴ-28]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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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계시민교육 사례 분석
1. 서울자유시민대학 사례
2. 더이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례
3. 경기도 온(On)마을-시민교육 프로젝트 사례
4. 구로구 독산동 리빙랩 시민교육 사례
5. 부천시 세계시민교육 사례
6. 수원 시민자치대학 세계시민교육 사례
7. 연수구 주민자치 ‘마중물’ 프로젝트 사례
8. 오산 백년시민대학 사례
9. 은평구 시민대학 사례

Ⅵ. 세계시민교육 사례 분석
 서울자유시민대학 사례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학과 및 학위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인문학, 서울학, 민주시민, 문화예술학, 사회경제학,
환경생활학, 미래학의 총 7개 학과로 다각화하여 운영 중

[그림 Ⅵ-1] 서울자유시민대학 세계시민교육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인문학, 문화예술학, 민주시민 등 세부 주제별로 유
형을 분류하여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시민학위제 운영을 통해 시
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GCC 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요구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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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요가 높은 주제/학과를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공인된 학위는 아니지만 명예시민학위제라
불리는 학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 경험을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배움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시민
학사와, 석사, 실천 시민석사, 시민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학위로 구분되어 운영됨

[그림 Ⅵ-2] 서울자유시민대학 명예시민학위제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목표 및 방법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 목표는 ‘인문적 감성과 지혜를 갖춘 성찰적 시민으
로 성장, 행복한 배움을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으로, 4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 운영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첫째, 시민대학 강좌 수료를 통해 지식과 교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
자 함
◦ 둘째, 공통강좌 수료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 셋째, 전공 세미나 졸업 과제를 통해 성찰하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 넷째, 실천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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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자유시민대학-대학 연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 서울자유시민대학 대학연계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대
학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수
준 높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대학이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함
◦ 낯선 주제를 알아갈 수 있게 돕는 입문 강좌부터 깊이 살펴보는 심화
강좌까지 대학의 특화 영역을 살린 다채로운 강좌들을 각 대학의 캠퍼스
에서 수강 가능하고,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공유한다
는 측면에서 시민대학의 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내 약 3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그림 Ⅵ-3] 서울자유시민대학 연계 대학 현황

□ 서울자유시민대학-인문 단체 연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 서울자유시민대학 인문단체 연계 프로그램은 서울시 곳곳에서 자생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인문단체, 평생교육 관련 민간기관, 인문단체 등 다양
한 주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성숙한 시민 양성을 위한 양질의 풍
부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임
◦ 주요 사업 대상은 서울 소재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기
관으로, 인문단체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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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민간 연계 시민대학 사업 운영 체계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대학, 인문단체, 대사관, 기업 등 연계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입문강좌부터 심화강좌까지 대상별, 수준
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GCC의 운영측면에서 연계 가능한
대학, 기관/단체, 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분류하여 적합한 대상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사관 연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 글로벌 시민의 주요 역할인 국민 외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외교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운영으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함

[그림 Ⅵ-5]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사관 연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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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자유시민대학-시민연구회 중심 시민교육 프로그램
◦ 서울자유시민대학-시민연구회 중심 프로그램은 심화학습 및 정책 연구,
사회 참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민과 시민대학 학습자들의 자율
적인 연구모임임

[그림 Ⅵ-6]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연구회 중심 시민교육 프로그램

 더이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례
□ 민주주의기술학교
◦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을 공부하고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로,
2011년 ‘모떠꿈 워크숍＇을 시작으로 ‘더 체인지＇의 다양한 참여/소
통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모임을 운영, 2015년 공부모임인 ‘더 공

- 75 -

부＇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워크숍 및 프로젝트에 적용했던 대화, 소통,
참여, 협력을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하였으며, 2016년 ‘민주주의기술
학교＇를 만들어 많은 사람과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을 배우고 나누
기 위한 활동을 시작함
◦ 나와 내 주변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의 여러 관
계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기술, 내 생각과 경험을 꺼내게 하는 기술,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대화
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는 기술, 다른 의견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기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
게 하고 협력하게 하는 기술을 통해 개인과 조직, 사회를 변화시키고 일
상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교
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함

출처: 더이음 민주주의기술학교 내부 자료.
[그림 Ⅵ-7] 더이음 민주주의기술학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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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온(On) 마을 시민교육 프로젝트 사례
□ 온-프로젝트 ‘온(ON) 마을리더’
◦ 민주시민 역량강화와 민주시민 교육 확산을 위한 경기도형 시민공동체
교육 프로젝트로, 경기도형 시민교육으로 ‘성찰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 ‘ 감성있는 시민’을 지향하는 주민리더, 활동가, 공동체리더
비롯 일반도민을 대상 갈등 해결, 협업 촉진 리더 역량 강화 교육 프로
젝트임

[그림 Ⅵ-8] 경기도 온-프로젝트 ‘온(ON) 마을리더’

◦ 온마을 리더 민주시민양성은 주민리더, 활동가, 동반장, 공동체 리더, 경
기도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리더로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퍼
실리테이션 기술 교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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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속 마실 우리마을 문제해결은 화성시, 오산시,

의정부시,

포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문제 및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상 민주
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문제해결 및

참여·협업 ·소통 역량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함

[그림 Ⅵ-9] 경기도 온-프로젝트 ‘일상속 마실 – 우리마을 문제해결’

◦ 리빙랩 (living lab)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
아 다양한 사회문제, 도시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가르키는 것
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숙의와 합의
를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가지 기법(디자인씽킹 등)을 활용한 대
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현장(시·군)을 중심으로 시민, 공공, 전문가의
협력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임
◦ 온마을 실험일 성과공유 파티는 마을 실천 사례 및 ‘경기도형 민주시
민교육 모델개발 시범사업’에서 진행된 교육 내 도출된 결과물 공유 및
토론하고,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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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주요내용
- 프로젝트 취지, 목적 합의

자체활동

- 리빙 랩 추진방법 액션러닝,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션 이해
- 문제 발굴 및 시민인터뷰 계획 수립
- 시민인터뷰 관찰결과 디브리핑

2단계

- 핵심문제발견(Define)
- 문제해결 아이디어 구체화(Ideate)
- 문제해결 아이디어 들여다보기,

3단계

4단계

5단계

핵심 아이디어 수렴
- 시민 안에서 아이디어 검증방법
찾기(Prototype)
- 문제해결 아이디어 검증 결과 리뷰
- 아이디어 결함과 개설(Develop)
- 프로젝트 결과 공유

시민인터뷰/관찰(Empathy)

문제해결/현장에서 답 찾기(Deep
Dive)

문제해결 아이디어 검증(Test)

문제해결 아이디어 2차
검증(Test)

- 일상 속 마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게 된
성찰 공유
<표 Ⅵ-1> 경기도 일상속 마실-우리마을 문제해결 주요 과정

 구로구 독산동 리빙랩 시민교육 사례

*기초지자체 사례는 가나다 순

[그림 Ⅵ-10] 구로구 독산동 리빙랩 시민교육 추진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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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1] 구로구 독산동 리빙랩 시민교육 현장활동 공동체 현황(1)

□ 골목꽃길 연구소(중·장년) 운영
◦ 골목길 쓰레기 문제를 꽃길을 조성하여 해결하고자 하여 버려지는 폐기
물을 활용하여 꽃 화분을 만들어 쓰레기가 있는 골목으로 내보내고, 골
목길에 한평정원을 조성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
◦ 민·관 협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마을정원 관리소를 향후 목표로 함

□ 동네교육위원회(30~40대 엄마) 운영
◦ 내 아이의 교육만이 아닌 마을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
기 위해 엄마가 먼저 행복하기 위해 행복포럼 개최 및 여름캠프(보물섬
학교)를 기획하여 진행함
◦ 민·관 협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엄마 학교를 향후 목표로 함

□ 독산동 연구소(청년) 운영
◦ 청년을 마을에 등장시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의 문제(불법주차, 버스정류장 미설치, 불법전
단지, 주민 간 관계, 아이들 놀이문화 등) 발굴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
◦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청년일자리 사업을 향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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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2] 구로구 독산동 리빙랩 시민교육 현장활동 공동체 현황(2)

□ 자원봉사 캠프(중·장년) 운영
◦ 출산율 제고 및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출산 가
정 마더박스 전달 및 금줄치기 행사,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진행함
◦ 민·관 협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의 집을 향후 목표로 함

□ 2030독산행복 골목위원회(청·중년) 운영
◦ 자동차 중심의 골목을 사람중심의 골목으로 변화시켜 5년 뒤 서울의 모
습을 보여주기 위해 골목길 리빙랩 사회혁신과제 주민공청회, 주민센터
공유주차 시행 준비, 공유우산 제작 및 설치, 커뮤니티박스 디자인, 골목
축제 기획 등의 활동을 함
◦ 민·관 협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주차관리사업,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향후 목표로 함

□ 도시광부(중·장년) 운영
◦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입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활용
품을 수거하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자원순환마을 리더 양서 교육 이수 등
◦ 민·관 협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도시광부의집(되살림가게)를 향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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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학교(노인) 운영
◦ 할머니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할머니
하교를 세우고 전문가를 통해 삶의 주체가 되는 교육을 실시함
◦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할머니공방을 향후 목표로 함

□ 당신이 S - Hero (서울, 슈퍼 히어로)입니다 운영
◦ 우리 마을의 슈퍼 히어로가 서울의 히어로가 되는 스토리로, 쓰레기 정
거장의 히어로, 마을학교 훈장, 청년 디자이너 등 서울의 히어로 발굴을
지원하고, 마을 일에 무관심한 주민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함
◦ 주민이 체감하는 의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면서 마을의 풍경 변화를 유도함

[그림 Ⅵ-13] 슈퍼히어로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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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세계시민교육 사례
□ 88개의 [부천평생학습공동체망]
◦ 10개 광역동과 26개 동의 행정체계에 맞춘 동단위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재구성하여 행정지원과 연계한 시민 평생학습의 효과성 제고함
◦ 36개 학습반디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평생학습센터 거점의 10개 학습
광장-26개 학습반디-50개 마을학습공동체로 확대,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 부천평생학습공동체망 구축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10개 광역동 학습광
장의 시민참여교육 역할 부여, 학습과정-학습반디-마을학습공동체의 기
능과 역할 구분 및 상호연계성 강화
◦ 부천평생학습공동체망 통합관리를 위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별 학습매
니저(광장매니저, 반디매니저) 배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프로그램
조정 및 통합 제공

출처: 부천시 평생학습도시발전계획 내부 자료(2019).
[그림 Ⅵ-14] 부천시 세계시민교육 : 평생학습공동체망 구축

□ 부천형 커뮤니티센터 [학습반디] 성장 촉진
◦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하고, 동아리와
강좌 형태의 평생학습을 개발하여 이웃과 소통 하며 개인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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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반디 매니저를 파견하여 주민의 요구가 학습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며, 주민의 학습역량이 향상되면서 주체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
도록 함
◦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① 부천형 커뮤니티센터 학습반디의 선순환
지원을 통해 주민 프로그램 제안 및 학습반디 매니저 지원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센터의 모니터링 및 우수 프로그램 양성하고자 함 ② 학습반디
매니저 역량개발과 처우를 개선하여 학습반디 매니저의 퍼실리테이터 역
량을 개발하고 학습반디 매니저의 일자리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출처: 부천시 평생학습도시발전계획 내부 자료(2019).
[그림 Ⅵ-15] 부천시 세계시민교육 : 부천형 커뮤니티센터 학습반디

□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소 [마을학습공동체] 육성
◦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등 현대식 마을의 주민들과 마을 내 또는 마을과
연계된 단체, 학교, 공간 등이 공동의 목적으로 연대하여 학습과 실천을
수행하고자 하며,
◦ 마을의 문제를 공동으로 진단하여 해결하는 과정이나 마을의 장점 및
특별한 자원을 발굴하여 새로운 마을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
습공동체를 형성함
◦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① 마을학습공동체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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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활동가로 구성된 T/F팀 운영하고자 함 ② 마
을학습공동체 시범사업 운영하여 5개 공동체를 발굴하여 시범운영 후 평
가를 통한 운영모델 확립하고자 함 ③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
해 2023년까지 광역동별로 5개씩 총 50개 마을학습공동체 조성하고자 함

출처: 부천시 평생학습도시발전계획 내부 자료(2019).
[그림 Ⅵ-16] 부천시 세계시민교육 :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소 마을학습공동체

 수원 시민자치대학 세계시민교육 사례
□ 수원시민자치대학

출처: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suwon.re.kr/)
[그림 Ⅵ-17] 수원시민자치대학 비전 및 전략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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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suwon.re.kr/)
[그림 Ⅵ-18] 수원시민자치대학 전략별 시행계획 개요도

□ 수원시민자치대학 자치분권 강사양성
◦ 자치와 분권에 대한 충분한 기초지식 및 열정을 갖춘 리더 양성 및 주
민자치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자치기구에서 활동할 강사 양성하고자 하
며, 본 사업의 교육 목표는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이
를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여,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주 학습대상은 수원시민
자치대학 수료생, 자치분권 강사활동을 원하는 시민단체 종사자, 마을공
동체 활동가, 관련 내용 강사활동 유경험자 등임
◦ 본 사업은 다음의 4가지 학습특징을 갖고 있음 ① 자치와 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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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에서의 전문가 강의 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관
한 토론 및 실습 ③ 실천적 관점에서의 자치와 분권에 관한 워크숍 ④
우수 수료 시 수원시민자치대학 관련 강좌 개설 시 강사로 활동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참여와 소통 촉진을 위한 시민들의 교육기회 지원을 위한 학
습과정 제공한다는 것에 있음

출처: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suwon.re.kr/)
[그림 Ⅵ-19] 수원시민자치대학 자치분권 강사양성

□ 누구나 학교
◦ 누구나 학교는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배우는 시민주도 평생학습 플랫폼
으로 지식, 재능, 경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누구나 학교를 열고, 배
움의 기회를 갖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학교를 목표로 함
◦ 누구나 강의를 열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필요한 모든 주제의 강의가 가
능하며, 별도의 강의료/수수료는 없으며 연중 수시로 어디서나 운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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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원시 평생학습관 내부 자료(2019)
[그림 Ⅵ-20] 수원시 누구나 학교 운영 개요

□ 뭐라도 학교
◦ 제2의 삶을 위한 활력 넘치는 배움과 실천의 장으로써 배우면서 알게
된 뜻밖의 사람들과의 교류의 마당이며, 다양한 가치와 취향을 보여주는
시니어들의 커뮤니티이자 농익은 경험과 지혜가 바탕이 되는 창조적인
활동, 전문적인 활동, 사회공헌적인 활동의 발신지
◦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 자산을 발견하고 나누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될 의
미 있는 움직임을 유도하고, 시니어들은 물론 이웃까지 함께 즐겁고 행
복한 세상을 꿈꾸며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액티브시니어들의 베이스캠
프 제공

출처: 수원시 평생학습관 내부 자료(2019)
[그림 Ⅵ-21] 수원시 뭐라도 학교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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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학교는 인생 후반전 제2의 삶의 설계를 돕는 인생수업 프로그램
개설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시니어들을 동문회라는 그물망을 통해
연결시키고, 이를 베이스캠프삼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만드는 터전임
◦ 뭐라도 학교에서는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강의・기획 등 전문역량으
로 발전시키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 역량을 익히는 실전무대를 스스
로 마련하고 진화하도록 지원하며, 컨설팅과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사
회적약자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에서 혁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
제 활동까지 다양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동문들 사이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다른 시니어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시니어 커뮤니티를 형성함

 연수구 주민자치 ‘마중물’ 프로젝트 사례
□ 주민자치 사업단 ‘마중물’
◦ 14개 동을 옥련/선학권역, 연수/청학권역, 동춘권역, 송도권역으로 나누
어 사업 모니터링과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총회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운영함
◦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비롯해 맞춤형 심화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 등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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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회의체를 구성하여 4개 권역별 주민자치사업단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중 수시로 마을자치과와 사업단, 동행정복지센터 주체로
주민자치회 실무를 지원함
◦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분과별 의제검토, 의제공유회,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숙의. 토론을 위한 주민공론장의 역할
을 수행함

출처: 연수구 세계시민교육 내부 자료(2020)
[그림 Ⅵ-22]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 ‘마중물’ 프로젝트

 오산 백년시민대학 사례
□ 비전 및 목표
◦ 오산 백년시민대학은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을
비전으로 2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① 개인의 평생학
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학습생태계 조성 ② 참여와 소통의 공동체 활성
화로 시민력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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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산시 백년시민대학 내부 자료(2020)
[그림 Ⅵ-23] 오산시 백년시민대학 비전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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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학교
◦ ‘물음표 학교’는 5명 이상의 오산 시민 또는 직장인이 모여 학습을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희망 강좌를 배달하는 오산시 맞
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로, “살다보면 생기는 수많은 물음들, 이 물음들이
모여 물음표학교 교육과정이 된다.＂를 테마로 하여 배달강좌 런앤런, 학
습살롱, 오산공작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출처: 오산시 백년시민대학 내부 자료(2020)
[그림 Ⅵ-24] 오산 백년시민대학‘물음표 학교’

◦ 배당강좌 런앤런은 학습팀을 만들어 원하는 강좌와 장소를 신청하면 강
사가 찾아가 수업 진행 후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
스임
◦ 학습살롱은 학습자의 물음표가 쌓여 지역별 교육수요가 파악되고, 가까
운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가 개설되는 서비스임
◦ 오산공작소는 오산시 정책사업 관련 및 오산시 관내 단체·조직에 필요
한 주제 강좌 종료 후 동아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 연계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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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학교
◦ 느낌표 학교는 새로운 7삶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시니어 2년 과정으로,
50명 정도의 소수 정예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주 수업형태는 강의, 참여
수업, 현장학습 등으로 사회인문학, 교양, 지역학, 민주시민역량,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 지역전문 강사교육, 지역활동가, 봉사교육자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2년제, 총 4학기로 운영되고, 공통학년(1학년) 시기에는 지역
리더로 활동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역량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기 위한 기초 소양교육과정을 학습하며 전문화과정(2학년) 시기를 거
치며 지역의 리더로 활동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화 교육과정을 학습함

출처: 오산시 백년시민대학 내부 자료(2020)
[그림 Ⅵ-25] 오산 백년시민대학‘느낌표 학교’

□ 징검다리 교실
◦ 징검다리 교실은 우리동네 가까운 시설의 공간을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다양한 학습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업으로, 배달강좌 런앤런, 학습동아리모임, 학습살롱강좌 학습활동이 이
루어짐
◦ 오산시 전체에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의 길로 통하
는 통합학습연계망을 구축하여 캠퍼스 6개를 통해 징검다리교실 200개
이상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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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산시 백년시민대학 내부 자료(2020)
[그림 Ⅵ-26] 오산 백년시민대학‘징검다리 교실’

□ 오산백년시민대학 홈페이지
◦ 오산 백년시민대학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오산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① 정보관리, 학습 참여자 개인별 기초정보관리오산시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관리하고 ② 학사관리, 수강생들의 교육 참여에 대
한 학사관리를 하며 ③ 인력관리, 강사·활동가의 강츼 제공·지원에 대
한 이력관리교육, 동아리 등 교육참여 및 재능기부 등 교육 나눔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④ 컨설팅, 체계적인 멘토링 관리 시니어 교육을 통한
재취업, 인생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⑤ 활동연계, 학습 - 동아리구성 - 다
양한 활동으로 학습이 연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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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시민대학 사례
□ 은평시민대학
◦ 은평시민대학은 ‘내 삶의 변화, 동네에서 답을 찾다’라는 운영 목표하
에 운영 중이며, 유유상종 이웃들과 유유자적 배워가는 대상 맞춤형‘쉬
어가는 학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민들이 제안하고 만드는 프로젝트
‘다빈치실험실’, 인생의 다양한 주체들을 머리와 몸으로 풀어가는
‘질문하는 학교’, 동네의제를 함께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 ‘시
민대학포럼’의 4가지 운영 테마를 가지고 운영함

출처: 은평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edu.eunpyeong.go.kr/)
[그림 Ⅵ-27] 은평시민대학 : 내 삶의 변화, 동네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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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대학의 비전 및 목표
◦ 은평시민대학은 ‘일상인문’, ‘미래상상’, ‘공감공생’의 3가지 비
전하에 4가지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함
◦ 첫째, ‘인생의 각양각색 질문들을 다루며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이
를 위해 모든 학습과정은 배움(강의/토론)과 실천(워크숍)이 병행되어 진행
되고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직결된 학습주제를 제안하며 함께 배워감
◦ 둘째, ‘우리 동네 다양한 전문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은평 여러 기관 단체가 동네곳곳 시민대학 캠퍼스가 되고 각
캠퍼스에서는 시민들의 학습수요를 담아 실천의 배움터를 염
◦ 셋째,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삶의 면면들에 맞춰 배우며 다듬어 갑니
다.’, 이를 위해 청년, 장애인, 시니어 등 세대별, 대상별로 다른 요구를 반영
한 배움과 삶의 다양한 주체를 담기 위해 동네의 전문 학습코디들이 함께함
◦ 넷째, ‘함께 배우며 나에게서 우리로 동네로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립니
다.’, 이를 위해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 일상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동네의제를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동네를 만들어 감

출처: 은평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edu.eunpyeong.go.kr/)
[그림 Ⅵ-28] 은평시민대학 비전 및 목표

◦ 은평시민대학은 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문제와 이슈를 제안하고 토론하
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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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동네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
의 장으로서 시민들이 곧 동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특
징을 가지고 있음
◦ 2020년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일과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주제는 기후·환경,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인권·평등, 평화·통일, 자유주제 등 매우 다양함
◦ 은평시민대학은 은평 지역 활동 기반의 단체 및 3인 이상의 시민 모임
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음
◦ 2019년에는 은평협동조합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
최하여 협의회 소속 6개 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조합이 뭐길래?!>를 주제
로 시리즈 특강에 이어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은평협동조합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음

□ 은평시민대학 : 쉬어가는 학교
◦ 은평시민대학 ‘쉬어가는 학교’는 3대 운영전략으로 ① 시민주도, 시민이
직접 학습과정을 기획 및 운영 ② 실천학습, 학습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함
께 모색 ③ 지역연대,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연대함을 강조함

출처: 은평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edu.eunpyeong.go.kr/)
[그림 Ⅵ-29] 은평 시민대학 ‘쉬어가는 학교’

◦ 쉬어가는 학교는 유유상종 이웃들과 유유자적 배워가는 대상맞춤형 학
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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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자기 주체성을 키워가는 학교라는 테마로 운영 중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를 구분하여 [5070세대]
춤앤인 / [유초등생 부모]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나요? / [발달장애인 성
인] 내가 만드는 나의 이야기 / [시민] 일하는 시민이 알아야 할 노동법
& 인문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은평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edu.eunpyeong.go.kr/)
[그림 Ⅵ-30] 은평시민대학 ‘쉬어가는 학교’ 운영전략과 방법

□ 은평시민대학 학습과정 : 질문하는 학교
◦ ‘질문하는 학교’는 인생의 다양한 주제를 머리와 몸으로 풀어가는 학
교, 사회적 자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를 목표로 운영 중임
◦ 질문하는 학교의 지원대상은: 질문하는 학교의 해당 주체 영역에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 단체로서 , 시민자치, 인권·평등, 평화·통일, 기후·환
경,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자유주제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에는 인권, 평화, 시민자치, 대안경제, 대안적인 삶,
생태환경 등 여러 사회적 가치를 함께 학습하고 실천할 시민단체·기관들
을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단체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가족, 결혼, 환경, 인권 등 2019년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를 학습주제로 다루
는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실천적 과제를 찾는 워크숍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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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은평 평생학습관 내부 자료(2019)
[그림 Ⅵ-31] 은평시민대학 ‘질문하는 학교’의 영역, 내용, 운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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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CC 글로벌 인증제도 절차모형 및
단계별 추진 전략

Ⅶ. GCC 글로벌 인증모델 및 지표 개발
 GCC 글로벌 인증 개념 및 준거
□ GCC 글로벌 인증의 배경
◦ SDGs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목표를 국가 차원과 도시 차원의 정책으로
환원,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옴.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진 도
시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시의 성장 잠재력
을 키워야 함
◦ 이를 위해 포용적이고 통합적이고 공정한 질 높은 교육과 모든 이를 위한 평생
학습을 진작을 위해 도시와 도시 거주민들의 보다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탄력
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Think Globally, Act Locally! 생각은 전지구적으로, 행동은 각자의 지역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
워크(GNLC) 조성해오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전세계 172개국 학습도시들의
GNLC 활동 중이며, 한국은 아태지역 최고의 50개 GNLC 활동
◦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및 사회정책
의 중요성 재조명되었으며,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
력’ 배양이 사회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음. 다음은 국제기구별 사회
발전전략의 최근 동향임
◦ World Bank와 IMF
Ÿ 포용적 성장 : 불평등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방해
Ÿ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의 강조

Ÿ

인적자본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 부각

◦ OECD
Ÿ 포용적 성장 : 불평등이 장기 성장 저해
Ÿ

1인당 GDP 외 환경, 고용 문화 등 사회지표 개선 강조

Ÿ

인적자본 강화, 성별격차 해소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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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Ÿ 소득주도성장 :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제고
Ÿ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서 ‘사회보호 최저기준’ 재정립(202호 권고)

◦ European Union
Ÿ 사회투자 패러다임 :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교육과 직업훈련,
Ÿ

아동보육)과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강조

Ÿ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혁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듦

◦ UN
Ÿ 지속가능발전 : 경제 우선에서 환경, 사회, 경제의 선순환적 발전 강조
Ÿ

경제 목표 외 빈곤, 성평등, 환경, 교육 등 17개 목표 제시

□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 UN SDGs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7). SDG4-교육2030 운영회의 컨셉 노트.
[그림 Ⅶ-1]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 평생학습과 관련된 UN SDGs의 발전 주요 목표들
목표
빈곤
퇴치
(SDG
#1)

세부 목표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려 미만 인구 근절
1.2. 각 국가 빈곤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빈곤수준의 인구절반으로 감소
1.3.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및 조치 이행; 2030년까지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
회보장범위 확장 이행
1.4.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특히 빈곤층)의 경제적 자원, 기본서비스,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신규기술,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평등한 권리 보장
1.5. 2030년까지 빈곤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인구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관련 극한 상
황 혹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의 노출과 취약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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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최빈국의 빈곤퇴치 이행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을 포함, 다양한 제
원 동원 보장
1.b. 빈곤층 및 성인지 개발전략에 기반한 국가, 지역 및 국제수준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
워크 수립
4.1.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중등 교육을 모든 청소년들에게 보장
4.2. 2030년까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들이 양잘의 조기
아동개발, 보육, 초등학교 입학전 사전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적당한 양질의 기술, 직업, 고등교육에 모든 성인
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직업적 능력을 갖춘 청
양질의
교육

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성인 상당수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

(SDG

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4)

공감하도록 돕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4.a. 아동, 장애 및 성인지적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환경을 제공
4.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아프라키 국가 등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공학, 과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
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의 교사연수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지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정 및 저렴한 주택과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빈민

지속

가 개선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여성,아동,노인,장애인) 안전ㆍ저렴ㆍ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시스템 제공
가능한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
도시
획과 관리 역량 강화
(SDG
#11)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5. 2030년까지 빈곤층ㆍ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두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
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6. 대기 질과 지자체의 폐기물특별관리 등,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
(인구1인당)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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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
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제ㆍ사회ㆍ
환경 연결고리 지원
11.b. 2030년까지 포용(inclusion), 자원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되는 도시와 거주자의 수를 대폭 확대하
고, 2015-2030년 wosksdnlgjarkath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
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c. 최빈국이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건문을 만들 수 있도록
재원 및 기술적 지원을 비록한 다양한 지원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7). SDG4-교육2030 운영회의 컨셉 노트.
<표 Ⅶ-1> 평생학습과 관련된 UN SDGs의 발전 주요 목표들

◦ UN SDGs 중 평생학습의 중요성으로 모두를 위한 표용적이고 공평한 양
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보장을 강조함

출처: 최운실(2019). 세계시민성교육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2019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 세미나 자료집.
[그림 Ⅶ-2]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핵심 아젠다로서 평생학습

□ UN SDGs 모니터링 범위
◦ 국가수준 : 정부정책과의 연결, 이해 관계자와의 컨설팅, 사회맥락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학습 목표를 해결
◦ 지역수준 : 지역 기구들이 검증한 프레임워크(제도 등)를 모니터링하는 지표
◦ 글로벌 수준 :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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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수준 : 주제별 우선순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표 세트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7). SDG4-교육2030 운영회의 컨셉 노트.
[그림 Ⅶ-3] UN SDGs 모니터링 범위 : 주제별 수준

□ UN SDGs 모니터링 조정 체계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7). SDG4-교육2030 운영회의 컨셉 노트.
[그림 Ⅶ-4] UN SDGs 모니터링 조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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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SDGs 국제 거버넌스 지표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6). 제10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발췌 및 수정. p51
[그림 Ⅶ-5] UN SDGs 국제 거버넌스 지표

 글로벌 인증제도 개발을 위한 시사도출
□ UNESCO
미래사회의 10가지 이슈 (참고: Rethinking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2013)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간 불평등 점증
낮은 고용률 지속
국제 이동성 확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증대
민주적 참여 목소리 증대
디지털 혁명사회 도래
교육거버넌스의 형태 및 역할 변화
지식의 사유화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의 경계 모호
교사의 탈 전문화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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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추진전략 (참고: Rethinking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2013) :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습결과에 대한 인증을 넘어 비형식, 무형식학습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증체계 구축 필요
Ÿ

각국의 교육계획, 정책수립 및 개선활동 지원

Ÿ

문해율 제고 노력

Ÿ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력 개발 지원

Ÿ

평등한 고등교육 접근성 지원

Ÿ

교수학습활동 질 개선

Ÿ

학습활동 및 결과 개선

Ÿ

ICT를 통한 학습기회 및 양질의 교육 확충

□ OECD
◦ 평생교육의 현 주소는 국가·연령별 비형식교육 참여율
◦ 평생교육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참고: Education Today 2013, 2012)
Ÿ

효과적인 성인학습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연령별 성인학습 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연계 확대
- 성인학습에 대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동료와의 협력 확대

Ÿ

성인학습의 원리를 세우기 위한 공동자금 조달
- 새로운 제도적 구조와‘전체정부’차원의 접근방식 창설
- 학습자 교육선택권이 있는 융자제도
- 극빈층에게의 자원 집중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

Ÿ

평생교육 촉진을 위해 자격 제도를 활용
- 자격제도의 유연성 및 대응성 확대
- 자격에 대한 개방된 접근방식 촉진
- 다양한 평가 절차
- 자격의 단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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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Bank Group
◦ 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
Ÿ

긍정적 상황
- 전세계 규모로 보면, 지속적 투자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왔음

Ÿ

새로운 도전

- 국가의 성장, 발전, 빈곤 감소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학교(공교육) 재학연수가
아닌 개인의 지식과 기술임
- 경제성장 예측률 : PISA, TIMS > 학력
- 학교 졸업장이 고용에 대한 문호는 열어 주지만, 고용지속성을 위해서는 풀
타임 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비형식 학습의
기회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
◦ 평생교육 추진전략 (참고: Learning for All(World Bank Group Education
Strategy 2020 Team, 2011)
Ÿ

비전 : Learning for All, Beyond Schooling

Ÿ

목표 : Invest early, Invest smartly, Invest for all

Ÿ

주요 정책과제
- 자원 투입을 넘어선 체계 개혁 지원
: 초중고등 학교와 훈련 프로그램 지원, 민간 교육시장 & 재직자 교육 &

비형식 교육까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 지원
- 교육이슈에 관한 체계적 도구(system tool) 개발
: 학습기회가 소외 계층에 충분히 제공되는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무엇인가?

 GCC 글로벌 인증의 개념과 필요성
□ GCC 글로벌 인증의 개념
◦ UNESCO GCC 철학에 기초한 글로벌 학습지역의 공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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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인증 절차에 따라 UNESCO의 평가 인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UNESCO GCC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자격 부여
◦ UNESCO 평생학습 비전 실천 도시 자격 부여

□ GCC 글로벌 인증의 필요성
◦ 1차세대 학습지역 발전전략 : 학습지역의 새로운 발전체제 유도
◦ 국제학습지역 네트워크 : 글로벌 시민 네트워크 및 실천역량 강화
◦ 대학 등 교육전문 기관 연계 : 학습체계의 전문화와 체계화 추진
◦ 온라인 학습 네트워크 구축 : 학습 확장성 및 위기관리 능력 확보
◦ 글로벌 시민의식 확대 : 학습과 참여프로그램 운영

 GCC 글로벌 인증제도 개발을 위한 유관 지표 검토
□ GCC 글로벌 인증제도의 기본 방향
◦ 다음은 GCC 글로벌 인증 제도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게 추진하기 위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6] GCC 글로벌 인증 제도의 기본 방향

- 109 -

◦ GCC 글로벌 인증 지표 개발을 위한 운영 원리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7] GCC 글로벌 인증 지표 개발을 위한 운영 원리

□ GCC 글로벌 인증 지표 개발의 핵심 요소
◦ GCC 프레임 워크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8] GCC 글로벌 인증 지표 개발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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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학습권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9] GCC 글로벌 인증 지표 개발의 핵심 요소 : GCC 학습권

◦ GCC 사업 벡터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0] GCC 글로벌 인증 지표 개발의 핵심 요소 : GCC 사업 벡터

□ GCC 글로벌 인증 기준 및 지표 : 유관 지표 프레임 워크
◦ 다음은 GCC 글로벌 인증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분류하는 예시
를 그림과 표로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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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1] GCC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 기준

□ 유네스코 학습도시(GNLC) 가이드라인 및 지표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2] 글로벌 학습도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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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3] 학습도시 성과평가 준거 개발 – 유네스코 12대 측정지표

□ 국내 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표 및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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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계힉, 교육부, 2018
[그림 Ⅶ-14] 학습도시 성과평가 준거 개발 – 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지표

□ 글로벌 인증 기준 및 지표 설정을 위한 유관 지표
◦ 각종 평생교육 인증 평가지표 체계(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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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표 Ⅶ-2> 글로벌 인증 기준 및 지표 설정을 위한 유관 지표

□ GCC 글로벌 인증제도 운영 주체별 역할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5] GCC 글로벌 인증제도 운영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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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글로벌 인증제도 절차모형 및 단계별 추진 전략
□ GCC 글로벌 인증 지표 개발 개념도 및 절차
◦ GCC 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개발 개념도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6] GCC 지표 개발 개념도

□ GCC 글로벌 인증제도 절차모형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7] GCC 글로벌 인증 절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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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8] GCC 글로벌 인증 제도 추진체계

□ GCC 글로벌 인증제도 단계별 추진 전략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19] GCC 글로벌 인증제도 단계별 추진전략

□ GCC 글로벌 인증제도 사후관리 전략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20] GCC 글로벌 인증제도 사후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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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개발 절차(예시)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21] GCC 지표 개발을 위한 절차 예시

□ GCC 글로벌 인증 지표 개발(안)
◦ GCC 글로벌 인증지표 개발 절차 및 참여 기구별 역할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22] GCC 지표 개발 절차 및 참여 기구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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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글로벌 인증지표 개발 절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23] GCC 글로벌 인증지표 개발 절차

◦ GCC 글로벌 인증지표 점검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24] GCC 글로벌 인증지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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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글로벌 인증지표점검 체크리스트(1)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Ⅶ-25] GCC 글로벌 인증지표 체크리스트(1)

◦ GCC 글로벌 인증지표점검 체크리스트(2)
영역
기본방향
확인

구분

내용

연계성

지표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수요자의 요구기준과 운영방향이 공유되었는가?
☞ 지표개발 및 운영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집단과의 긴밀한 협
력과 기민한 대응에 기반을 두어야 함

차별성

글로벌 인증지표의 트렌드 및 국내외 관련지표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하
여 차별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평생교육분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트렌드와 혁신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효과적인 자료개발과정에 필수임

타당성

지표의 개발방향이 현재의 평생학습 변화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도출되었는가?
☞ 실제현장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학습역량개발에 최적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자 하는 취지를 반영해야 함

기존 지표
분석

배점
지표영역
및 배점

평가
요소
피드백

요구분석

적합성

최종지표 점검

적절한 분량으로 영역별 배점 비중을 구성하였는가?
☞ 사업의 목적 실현과 실효성 및 타당성,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표별 상대
비중을 두었는지를 점검해야 함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를 설계하였는가?
☞ 적합한 영역과 세부항목들이 설정되었는가를 검토
각 평가요소별로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적합한 피드백을 반영하였는지를 검토
글로벌 평생학습환경에 따른 요구 및 맥락에 맞게 지표가 개발되었는가?
☞ 대상자의 기대사항, 학습환경/맥락에 부합하여 지표가 개발되었는지 확
일한 필요가 있음
지표 개발ㆍ운영ㆍ인증평가ㆍ활용을 위한 제반의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GCC 인증이 유의미하게 운영되고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총체적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함
☞ 기획단계 분석결과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인증평가ㆍ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표 Ⅶ-3> GCC 글로벌 인증지표 체크리스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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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영역별 세부 인증지표(WTO 인증 개도국 제외국가)
지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지역상황 및 요구 반영의 충실성(지속성)
참여촉진
학습자
관리
학습자지원

학습결과 활용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

정량

정성

평가

평가

○

○

요구조사결과의 반영 정도

○

다양한 홍보전략(다양성)

○

학습자 지원 전략

○

○

학습편의 제공

○

○

학습자 상담 지원

○

○

학습결과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계 방안

○

○

내용(대상, 영역, 수준 등)

○

○

방법(학습활동의 다양성 등)

○

○

매체 활용

○

○

그램

평생학습 관련

이벤트, 전시회 등

○

○

관리

행사와의 연계

지역행사 연계

○

○

평생

유사사업 운영

학습

실적

기관

유사사업 운영실적(저개발국 제외)
시민사회단체의 연계

연계

시설네트워크

협력
지원
네트
워크
관리

사업네트워크

○
○

교육시설의 융복합정도(저개발국 상대평가)

○
○

교육기자재(저개발국 상대평가)

○

공동사업

○

비전공유

○

인력네트워크

다양한 인적자원의 공유 정도

○

정보네트워크

IT활용(저개발국 제외)

○

○

평생교육 전담인력구성(강사, 전담인력)

○

○

학습자 DB구축 및 활용(저개발국 제외)

○

○

전담조직
추진

전담조직의 위상

○

체제

역할 및 책무 설정

○

전담인력

전담인력의 고용형태 및 전문성

○

코디네이터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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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지역
특성화

평생학습정책의

에

지역특성 반영

따른

여부

세부항목

정량

정성

평가

평가

사업의 충실성 및 독창성

○

지역자원의 활용 정도

○

지역의 현황 및 특성, 문제점 분석에 의한

○

반영 여부

평생
학습

지역특성화

정책

프로그램의 유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의 유무

○

모니터링 시스템

평생학습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활용

○

○

평생

GCC

컨설팅 지원체제

평생학습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및 활용

○

○

학습

질관리

자체평가시스템

평생학습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

시책

체제

평가결과피드백

주민만족도 등의 조사여부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가능성

○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

○

지역공동체 향상 가능성

○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

지역수준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

파급효과

타 부문 파급효과

○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 정도

○

구성원의 역량

사업수행에 대한 역량과 열의

○

현장 부합성

사업계획의 지역현실 적합성

○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정도

○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형성정도 및 가능성

○

GCC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

지역 환경

인구특성과의 관계

○

지역

특성과 GCC연계

산업특성과의 관계

○

여건

정도(저개발국
교육여건과의 관계

○

시스템
개인수준
파급효과
파급
효과

평생
교육
역량
지역

지역사회 공감대
지속 가능성

역량

상대평가)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표 Ⅶ-4> GCC 영역별 세부 인증지표(WTO 인증 개도국 제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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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영역별 세부 인증지표(WTO 인증 개도국 이하 국가)
대분류

중분류

참여촉진
학습자
관리

학습자지원
학습결과 활용

평생
학습
기관

프로
그램
관리
연계
협력
지원
네트
워크
관리
추진
체제
지역
특성화
에 따른

평생
학습
시책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설네트워크
사업네트워크
인력네트워크
전담조직
평생학습정책의
지역특성 반영 여부

평생학습

지역특성화

정책
GCC

프로그램 유무

질관리
체제

교육
역량

○

○
○
○
○
○
○

○
○
○
○
○
○
○
○
○

매체 활용

○

○

시민사회단체의 연계
공동사업
비전공유

○
○

○
○

다양한 인적자원의 공유 정도
평생교육 전담인력구성
전담조직의 위상

○
○

○
○

사업의 충실성 및 독창성
지역자원의 활용 정도

○
○

지역의 현황 및 특성, 문제점 분석에 의한 반영 여부

○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의 유무

○
○

자체평가시스템

평생학습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

지역수준
파급효과

역량

지역상황 및 요구 반영의 충실성(지속성)
요구조사결과의 반영 정도
다양한 홍보전략(다양성)
학습자 지원 전략
학습편의 제공
학습자 상담 지원
학습결과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계 방안
내용(대상, 영역, 수준 등)
방법(학습활동의 다양성 등)

○

파급효과

지역

평가

평생학습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및 활용

파급

평생

평가

컨설팅 지원체제

개인수준

효과

세부항목

지표 구분
정량
정성

구성원의 역량
현장 부합성
지역사회 공감대
지속 가능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가능성
○
직업능력 향상 가능성
○
지역공동체 향상 가능성
○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
타 부문 파급효과
○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 정도
○
사업수행에 대한 역량과 열의
○
사업계획의 지역현실 적합성
○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정도
○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형성정도 및 가능성
○
GCC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표 Ⅶ-5> GCC 영역별 세부 인증지표(WTO 인증 개도국 이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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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GCC 글로벌 인증 시범 특화
프로그램 구상 : 광명형 GCC
1. 광명 세계시민교육 선언
2. 광명 세계시민교육 현황
3.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 개발

Ⅷ. GCC 글로벌 인증 시범 특화 프로그램 구상
: 광명형 GCC
 광명 세계시민교육 선언
□ 광명 글로벌 학습도시 세계시민교육선언문(안)
◦ 광명 GCC의 이념과 향후 실천방향을 담은 세계시민교육 선언문을 다음
과 같이 작성, 선언함
◦ 동 선언문에는 참여와 인권, 생태와 정의, 평화가 보장되는 글로벌 학습
도시 광명의 세계시민교육 방향을 포함하여 전환기에 서 있는 변화의 시
기에 삶과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삶의 조건과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 존엄한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GCC의 이념을 담음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 광명 글로벌 학습도시 세계시민교육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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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세계시민교육 현황
□ 광명 세계시민교육 현황
◦ 광명 세계시민교육은 다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광명시 평생학습원
을 중심으로 광명자치대학과 마을배움터, 세계시민학교, 그리고 광명형
세계시민교육 구현의 특화 모델인 시민 중심의 느슨한 학교와 든든한 학
교, 촘촘한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상을 중심으로 권역
별 마을평생학습 축제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모델인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
◦ 광명자치대학은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기후에
너지학과 등 모두 5개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학과가 운영되고 있음
◦ 마을배움터는 5개 권역별 마을 특성과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소통을 위
한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움직이는 배움터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세계시민학교는 시민성과 공공성 함양 토대를 마련하는 세계시민교육
실천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명형 공동체 역량 증진 교육을 중심
으로 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2] 광명 세계시민교육 현재지(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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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 개발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모델 개발
◦ 광명은 글로벌 학습도시로서 미래형 세계시민교육 특화과정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세계시민교육 구심체 센터로 하여 5대 권역별로
으뜸터

GCC 캠퍼스, 예터지기 GCC 캠퍼스, 하안처럼 GCC 캠퍼스, 철

산지기 GCC 캠퍼스, 다울마을 GCC 캠퍼스 등 5대 GCC 캠퍼스를 설치
운영하는 모델을 설정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3] 광명 세계시민교육 미래지(TO-BE) 특화과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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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5대 GCC 캠퍼스는 공통과정과 심화과정, 특화과정을 개설 운영하
며 공통과정으로 지역학/광명학 코스와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과정,
화해와 평화 세계시민교육과정을 기본 과정으로 선택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함
◦ 심화과정의 경우는 1단계 심화과정으로 세계시민성 교육과 인권교육, 평
화교육과정을, 심화 2단계 과정으로 문화다양성과 친환경교육, 생활건강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며, 심화 3단계 과정은 인터넷교육과 경제노동교
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으로 설정함
◦ 특화과정의 경우는 5대 권역별 GCC에서 각 캠퍼스의 사정과 시민의 수
요에 따라 권역 기반

GCC 특화과정을 독자적으로 구성 운영함을 원칙

으로 하며, 이와 함께 장소 기반 GCC 특화과정과 테마 기반 GCC 특화
과정, 온라인 기반 GCC 특화과정 등을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함

□ 광명 GCC 교육과정 모델
◦ 광명 GCC는 다음의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으로 ① 공통과
정 ② 심화과정 ③ 특화과정의 세 가지 트랙을 운영하는 모델로 구성되
어 있음
◦ 공통과정의 경우 ① 지역학으로서의 광명학 ② 지속가능 사회의 세계시
민교육 ③ 화해, 평화 그리고 세계시민교육과정의 세 하위트랙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지역학으로서의 광명학은 ① 민선 7기 시정방침 ② 광명시민의 정체
성과 정주의식 ③ 광명의 지역 이슈로 구성되며, 지속가능 사회의 세계
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 사회(SDGs), 세계시민교육으로 산다는 것, 지구
촌 분쟁과 갈등 그리고 화해로 제시됨. 화해와 평화 그리고 세계시민교
육 공통과정의 경우 COVID-19 이후 세계시민교육과 평화교육 및 인권교
육, 다문화시대 지구촌가족의 공생 등을 포함함
◦ 심화과정의 경우 ① 심화 1단계 코스 ② 심화 2단계 코스 ③ 심화 3단
계 코스의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제시됨
- 심화 1단계 코스의 경우 ① 세계시민성 교육/상호연계성 교육으로 지
구촌 불평등 및 빈곤교육 등을 포함하고, ② 인권교육으로 인권감수성
및 소수자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며, ③ 평화/비폭력/인권교육으로 국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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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및 통일과 가정폭력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심화 2단계 코스의 경우 ①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이주민 및 이념과
종교 혼종성 교육을 포함하며, ② 친환경생활교육으로 그린에너지 및 지
구촌온난화교육을 포함하고, ③ 생활건강교육으로 전염병 및 약물 남용
과 자살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심화 3단계 코스의 경우 ① 인터넷 관련 교육으로 가짜 뉴스 및 커뮤
니케이션 교육과 ② 경제/노동교육으로 글로벌 경제 및 이주노동자 교육
등을 포함하고, ③ 실천적 시민참여교육으로 시민자치 및 온라인 정치참
여 교육 등을 포함함
◦ 특화과정은 ① 권역 기반 GCC와 ② 장소 기반 GCC ③ 테마 기반 GCC
④ 온라인 기반 GCC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됨
- 권역 기반 GCC의 경우 5대 권역별 GCC 캠퍼스와 20개 동별 GCC 빌
리지 거점 센터로 마을시민학교 모델을 포함하며, 5대 권역별 캠퍼스를
중심으로 으뜸터 GCC 특화과정, 다울마을 GCC 특화과정, 철산지기 GCC
특화과정, 하안처럼 GCC 특화과정, 예터지기 GCC 특화과정으로 구성됨
- 장소 기반 GCC의 경우 예시적으로 9개의 장소 기반 GCC 교육과정
(① 학습카페/로데오거리 시민학교 ② 퇴근길 동네/시니어클럽 시민학교
③ 습지생태/동굴속 시민학교 ④ 이케아/마트/전통시장 시민학교 ⑤ 찜질
방/영화관 시민학교 ⑥ 다문화센터/병원 시민학교 ⑦ 광명 KTX/도심터미
널 시민학교 ⑧ 구름산숲길/골목길 시민학교 ⑨ 아파트/옥상텃밭 시민학
교) 등으로 제시됨
- 테마 기반 GCC의 경우 10개 테마별 유형(① 클래식 시민학교 ② 한
뼘 시민학교 ③ 낮은 울타리 시민학교 ④ 꼬방동네 시민학교 ⑤ 시네마
천국 시민학교 ⑥ 세상 가장 긴 식탁 시민학교 ⑦ 나도 주인공 시민학교
⑧ 579+ 시민학교 ⑨ 발로 뛰는 시민학교 ⑩ 일상 속 시민학교) 등으로
제시됨
- 온라인 기반 GCC의 경우 ① 경기 무크(G-SEEK)와 한국형 무크
(K-MOOCs)와 연계한 광명형 무크(GM-MOOCs) 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GCC로 온라인 세계시민대학과 광명 미네르바대학 ③ 광명형 대
학원대학 모델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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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4] 광명 세계시민교육 미래지(TO-BE)

□ 광명 세계시민교육 ‘지역학’ 코스 예시
◦ 광명 GCC의 지역학 코스의 경우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학으로서
의 광명학 과정을 제시함
- 지역학으로서의 광명학은 세계시민교육 과정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교육을 슬로건으로 표방하며 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상태를 이상적 상태로 전환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사회화, 인간화하기
위하여 물어 배우며 실천하는 교육 ② 지역학을 포함하여 지역의 특성과
현안이 반영된 교육 ③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교육 ④ 교
육주체 대부분이 해당 지역의 단체와 그에 속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구성 ⑤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교육 활동 등을 포함함
- 이들 지역학으로서의 GCC 과정은 예시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과
정을 포함하며, 1단계에서는 이전의 사안들을 살펴보고 동 사안에 대해
당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였는가와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때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제시됨. 2단계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을 살피고 그 사안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와 그 사안이 해결되면 이루어지는 상태, 그리고 그 사안이 전환된 이
상적 상태와 현재 사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 상태로의 전안 방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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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교육으로 포함함. 3단계에서는 인권, 생태, 노
동, 여성, 평화, 정의, 다문화 등의 영역에서 시민이 꿈꾸는 바람직한 이
상적인 상태를 설정하고 그러한 상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
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논의하며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5] 광명 세계시민교육 ‘지역학’ 코스 예시

□ 광명 세계시민교육 ‘심화’ 코스 예시
◦ 광명 세계시민교육 심화 코스는 다음의 심화교육과정 내용 모델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2019)에서 개발, 제
시한 예시적 세계시민교육과정을 근거로 9개의 심화 코스(① 인터넷 관
련 교육 ② 경제/노동 교육 ③ 실천적 시민참여교육 ④ 문화다양성 교육
⑤ 친환경생활교육 ⑥ 생활건강교육 ⑦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교육 ⑧
인권교육 ⑨ 평화/비폭력/안전교육)를 제시함
- 인터넷 관련 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인터넷 관련 교육, 미디어 관련
교육, 정보화 관련 교육, 가짜 뉴스 관련 교육, 기초문해능력 관련 교육,
외국어 관련 교육,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제2의 인생설계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 경제/노동 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글로벌 경제 관련 교육, 자본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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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 노동시장 분절화 관련 교육, 지역경제 관련 교육, 이주노동자 관
련 교육, 여성경력단절 관련 교육, 고용형태 관련 교육, 최저임금 관련 교육,
직업능력 강화 관련 교육,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 실천적 시민참여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자치(시민자치, 주민자치) 관
련 교육, 시민행동 관련 교육, 온라인 청원 관련 교육, 온라인 정치참여
과련 교육, 봉사활동 관련 교육, 기부 관련 교육, 구호활동 관련 교육, 캠
페인 관련 교육, 지역사회 구성원 관련 교육,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 가
족공동체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 문화다양성 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문화다양성 관련 고육, 문화상대성
관련 교육, 다문화/간(間)문화 이해 관련 교육, 다문화 사회 관련 교육,
이주민 관련 교육, 이념과 종교의 혼종성 관련 교육, 세대 간 이해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 친환경생활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지속가능환경 관련 교육, 환경보전
관련 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그린에너지 관련 교육, 기후변화 관련
교육, 지구촌 온난화 관련 교육, 생태주의 관련 교육,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 쓰레기 재활용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 생활건강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건강 관련 교육, 보건 관련 교육, 정
신적/육체적/심리적 건강 관련 교육, 위생 관련 교육, 청결 관련 교육, 전
염병 관련 교육, 약물 남용/중독 관련 교육, HIV/에이즈 예방 관련 교육,
자살예방 관련 교육, 고령화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 세계시민성/상호연계성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세계화 관련 교육, 국제
간 이주/이동 관련 교육, 세계시민주의 관련 교육, 글로벌시민 정체성 관
련 교육, 글지구촌 경쟁 관련 교육, 지구촌 불평등 및 빈곤 관련 교육,
국가 간 격차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 인권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인간답게 살 권리 관련 교육, 인권감수성
관련 교육, 양성평등 관련 교육, 소수자 인권(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 관련 교육,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
유 관련 교육, 외국의 인권 상황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 평화/비폭력/안전교육 심화 코스의 경우 평화 관련 교육, 국제분쟁 관
련 교육, 통일 관련 교육, 안전 관련 교육, 가정폭력 관련 교육, 괴롭힘
관련 교육, 따돌림 관련 교육 내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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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6] 광명 세계시민교육 ‘심화’ 코스 예시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권역 기반 GCC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의 경우 다음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GCC 세계시민대학본부(광명시 평생학습원)를 중앙 GCC로 하여 5대 권역
별 캠퍼스(으뜸터 GCC, 다울마을 GCC, 철산지기 GCC, 하안처럼 GCC,
예터지기 GCC)로 구성됨
- 각 권역별 GCC는 동별로 GCC 거점 센터를 운영하며 이들 거점 센터
는 마을 세계시민교육센터(마을 시민학교)의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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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7]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권역 기반 GCC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장소 기반 GCC
◦ 장소 기반 GCC의 경우 다음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18개의 특화된
세계시민교육장으로 구성되며 예시적으로 ① 아파트 ‘가가호호’ 시민학
교 ② 옥상텃밭/하늘정원 시민학교 ③ 구름산 숲길 시민학교 ④ 골목길 시
민학교 ⑤ 광명 KTX 驛舍 시민학교 ⑥ 광명 도심터널 시민학교 ⑦ 다문
화센터 시민학교 ⑧ 환우들의 병원시민학교(병원 환우,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 ⑨ 찜질방 시민학교 ⑩ 영화관 시민학교 ⑪ 이케아/마트 시민
학교 ⑫ 전통시장 시민학교 ⑬ 습지생태 시민학교 ⑭ 동굴속 시민학교 ⑮
16 시니어클럽 시민학교 ◯
17 엄마들의 학습카페
퇴근길 동네은행 시민학교 ◯
18 청년들의 로데오거리 세상물정 시민학교 등을 제시함
시민학교 ◯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8]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장소 기반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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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테마 기반 GCC
◦ 테마 기반 GCC의 경우 다음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개의 테마별
GCC 모델이 예시적으로 제시됨
- ① 클래식 시민학교 ② 한뼘 시민학교 ③ 낮은 울타리 시민학교 ④
꼬방동네 시민학교 ⑤ 시네마천국 시민학교 ⑥ 세상 가장 긴 식탁 시민
학교 ⑦ 나도 주인공 시민학교 ⑧ 579+ 시민학교 ⑨ 발로 뛰는 시민학교
⑩ 일상 속 시민학교 등을 포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9]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테마 기반 GCC(1)

◦ 이들 10개의 테마 기반 GCC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부 테마 내용 예시
모델로 제시됨
- 클래식 시민학교의 경우 ‘고전으로 만나는 위대한 시민들’이라는 주제하
에 ① 동양고전 100선을 읽는 사람들 ② 광명에서 만나는 플라톤 아카데미 ③
광명시민들 그리스 신화에 빠지다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일상 속 시민학교의 경우 ‘꿈꾸는 사람들의 어린왕자’라는 주제하
에 ①

어른들의 동화 어린왕자 100배 만나기 ② 사막여우에게 배우는

초록별 이야기 ③ 아스팔트 위의 꿈꾸는 사람들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발로 뛰는 시민학교의 경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하
에 ① 우리마을 20인 원탁의 기사들 ② 발로 뛰며 찾아보는 우리마을 이야기
③ 현장 활동가들 ‘꾼’이 되다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579+ ‘백년의 서재 백년의 축제’라는 주제하에 ① 50+, 7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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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시민대학 ② 선배시민들의 시니어 천국 ③ ‘라떼는 말이야’
자서전을 내는 사람들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나도주인공 시민학교의 경우 ‘당당한 시민이 일구는 당당한 세상’
이라는 주제하에 ① 온마을 실험실 일구는 파이오니어들 ② 내 삶의 주
인공 기획자 되지 ③ 아파트 ‘멋진 이웃’ 리빙룸 스쿨 등의 예시적 테
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세상 가장 긴 식탁 학교의 경우 ‘광명 시민의 부엌’이라는 주제하에 ①
‘100인의 식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② 맛있는 세상 맛있는 공부 ③ ‘은
자(隱者)들의 식탁’: 세상 밖으로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시네마 천국 시민학교의 경우 ‘영화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주제하
에 ① 내가 사랑한 시네마 천국 ② 감독들의 못다한 영화 이야기 ③ 나
도 스타, 영화에서 배운다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꼬방동네 시민학교의 경우 ‘마을 스토리 옹기종기’라는 주제하에
① 골목사람들의 골목학교 ② 우리가 사랑한 달동네 이야기 ③ 우리마을
그녀들의 이야기 : 허 스토리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낮은 울타리 시민학교의 경우 ‘이솝우화로 배우는 똑똑한 세상’이라는
주제하에 ① 우화 속 세상 지혜 학교 ②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③ 똑
똑한 사람들의 똑똑한 세상살이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 한뼘 시민학교의 경우 ‘틈새 스토리로 일구는 또다른 세상’이라는
주제하에 ① 마음이 아픈 사람들 함께하는 세상 ② 남남북녀 ‘다름의
미학’ ③ BC(Before COVID)와 AD(After Disease) 사이(COVID-19 이전
과 이후) 등의 예시적 테마 기반 GCC 커리큘럼 제시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0]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테마 기반 G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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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기반 GCC 특화코스의 경우 다음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생
교육 6대 영역(① 기초문해교육 ② 학력보완교육 ③ 직업능력교육 ④ 문
화예술교육 ⑤ 인문교양교육 ⑥ 시민참여교육)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영역(① 인문교양 기반 시민교육 ② 기초문해 기반 시민교육 ③ 학력보
완 기반 시민교육 ④ 문화예술 기반 시민교육 ⑤ 직업능력 기반 시민교
육)의 특화코스 개발을 예시적으로 제시함
- 시민교육은 단지 6진분류의 한 영역으로 그치지 않으며, 양적 확대의
문제를 넘어 평생학습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모든 시민교육이
시민의 성숙과 성장에 기여하는 관점에 기여하여 배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평생학습 패러다임 변화를 전제로 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1]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테마 기반 GCC(3)

◦ 테마 기반 GCC 특화코스의 경우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기반의 웨비나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과정으로 ‘유네스코 COVID-19에
대응하는 학습도시의 전략’에 관한 온택트 과정을 예시적으로 제시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2]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 Ontact 웨비나 세계시민교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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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L(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에서는 COVID-19에 대응하는 세계 각
국 회원국들의 학습도시 전략을 화상회의와 인터뷰를 통해 실시간 공유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C) 광명시의 경우 UIL 홈페이지에
COVID-19 대응 전략과 평생학습도시 광명의 온택트 학습 동향 등을 담
은 시장 인터뷰를 탑재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 Ontact 웨비나 세계시민교육(2)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온라인 기반 GCC
◦ 온라인 기반 GCC의 경우 다음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
지(① 경기 무크(G-SEEK)와 한국형 무크(K-MOOCs)와 연계한 광명형 무
크(GM-MOOCs) 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GCC로 온라인 세계시민
대학과 광명 미네르바대학 ③ 광명형 대학원대학 모델) 온라인 기반
GCC 모델을 예시적으로 제시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4]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온라인 기반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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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대학 in 광명
❍ 미네르바대학 in 광명을 적극 추진하여 ‘광명학습마트’와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함.
미네르바대학 in 광명을 통하여 미네르바대학생을 광명시립온라인대학교(아직 완료
되지 않는다면 광명평생학습원)에 온라인으로 와서 학습을 하고 또 온라인 학습과
정이나 결과물을 ‘광명학습마트’를 통해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함.
❍ 이를 위해서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미네르바대학의 특성과 연계하여 글로벌시민교육
의 콘텐츠로서 평화, 환경, 생태, 빈민 등에 대한 사회적·기술적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과 학습, 나눔과 실천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그 출발은 미
네르바대학생이 광명에 온라인으로 와서 무엇을 학습하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
임.
❍ 필요한 경우 한양대학교의 미네르바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광명의 글로벌시민교
육 주제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1차로 생각할 수 있음.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K-MOOC 연계 GCC 구상
◦ 온라인 기반 GCC의 첫 번째 모델인 무크 기반 GCC는 지역 무크인 경
기도 G-SEEK 무크와 한국형 무크인 K-MOOCs 등과 연계한 광명형 무크
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GCC 온라인 운영 모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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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5]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무크 기반 GCC(1)

◦ K-MOOC 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강좌는 미래-각 영역별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 세계시민교육 지구공동사회의 시민으로 살기 등을 제공

출처: K-MOOC 홈페이지(http://www.kmooc.kr/)
[그림 Ⅷ-16]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무크 기반 GCC(2)

◦ GCC MOOC 연계 OER 플랫폼에서는 EdX 및 Coursera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내용 등을 벤치마킹하여 K-MOOC 플랫폼과 연계된
global citizenship 관련 교육자원 공개 플랫폼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GCC 무크 연계 OER 플랫폼 구축을 위해 K-MOOC의 교육자원 공동 활
용을 확대하고, GCC 무크 연계 OER 플랫폼은 K-MOOC에서 제작하거나
연계하는 이러닝 콘텐츠와 GCC 무크 공동활용 콘텐츠, 글로벌 영문 콘
텐츠, 메타데이터 등을 탑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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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MOOC 연계 OER 플랫폼 구상을 위해 통합 DB 구축시스템, 메타
데이터 및 콘텐츠 수집 시스템과 GCC MOOC 연계 OER 플랫폼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함
◦ GCC MOOC 협력체계는 기존 K-MOOC에서 보유하고 있는 협력체계를 중심
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연계 활용하며, 협력체계는 일반대학, 사이버대학,
프라임컬리지, 민간 및 유관기관, 해외 OER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GCC MOOC 연계 OER 플랫폼 콘텐츠 데이터는 영문 콘텐츠를 기반으
로 제공하며 ① 강의에 대한 일반정보, ② 교수자 및 개발기관 관련 정
보, ③ 세부 강의 내용 – 기술정보(차시, 차시명, 키워드, 콘텐츠 경로, 파
일유형 등), ④ 콘텐츠 주제 및 유형 분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이를 광
명형 GM MOOC / OER 연계 GCC플랫폼으로 연계, 구상함
- K-MOOC 플랫폼 내 다양한 강좌 연계 활용을 통해 '세계시민교육(경희
대)‘ 콘텐츠 등 대학,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와 연계된 다양한 강좌를 활용
- edX, Coursera 내 해외 유명 강좌 연계 활용을 통해 ‘Cultural
intelligence(매쿼리대학교)’ 등 세계 유명 대학 석학의 강좌를 활용
- 기타 G-Seek 등 지역 콘텐츠, KOCW 등 공개 콘텐츠 등의 활용과 광
명 자체 OER 콘텐츠(시정 연설 등), 시민운동가 강연 등을 연계 활용
- 그 밖에 GCC 플랫폼 내 다양한 외부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연결할
수 있는 포털 플랫폼 구축하며, K-MOOC, G-Seek 등 국내 자원은 GCC
플랫폼 One-ID로 연계(싱글사이온 방식 연계 등), 해외이용자를 위한 영
문 페이지 제공, 우수컨텐츠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GCC 플랫폼에서
학습자에게 자체 제공(① 다양한 강좌를 조합하여 활용 ② 단순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 아닌 과제, 시험 등 상호작용 서비스를 광명 자체의 상황
을 기반으로 별도 개발하여 제공 예: 광명 내 시민 갈등 해결 등), 서울
시민 자유대학의 경우처럼, 자체 콘텐츠 수료후에는 이수증 제공을 통해
동기 부여(예: 광명 일일 명예시장 제도 연계 등)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글로벌 무크 연계 GCC 구상
◦ edX, Coursera 등 유명 MOOC에서는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혁신적 온라인 플랫폼인 MOOC에서도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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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7]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무크 기반 GCC(3)

- EdX에서는 Global Campus of Human Rights 사이트를 통해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Change와 관련 한 교육 진행
- Coursera는 세계 최고의 대학 및 교육 기관으로부터 자격 증명을 학
습 및 획득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global citizenship 과 관련한
강좌 개설
구분

주요내용
ㅇ Global Campus of Human Rights 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EdX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교육을 목표로 전
세계시민교육
세계 100여 개 이상의 대학과 제휴한 네트워크 구성
ㅇ Cultural intelligence: Become a global citizen, Global Health and
Coursera
Humanitarianism, Resilience in Children Exposed to Trauma, Disaster
세계시민교육
and War: Global Perspectives, Global Impact: Cultural Psychology,
Communicating During Global Emergencies 등의 강좌 개설 및 운영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표 Ⅷ-1> EdX 세계시민교육과 Coursera 세계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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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광명형 GM MOOC / OER 연계
GCC 플랫폼 구상
◦ K-MOOC와 글로벌 무크 및 OER과 연계하여 광명형 무크(GM-MOOC)를
운영하며, GM-MOOC와 연계된 광명형 GCC 운영 플랫폼을 구축 활용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8] 광명형 GM-MOOC / OER 연계 플랫폼 구상

- 광명형 플랫폼은 다양한 외부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 연결할 수 있는
포털 플랫폼으로, K-MOOC, G-Seek 등의 국내자원은 GCC 플랫폼
One-ID로 연계
- 해외 이용자를 위한 영문 페이지를 제공하며, 우수 콘텐츠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GCC 플랫폼에서 학습자에게 자체 제공(① 다양한 강좌를
조합하여 활용 ② 단순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 아닌 과제, 시험 등 상요
작용 서비스를 광명 자체의 상황을 기반으로 별도 개발하여 제공)
- 서울시민 자유대학의 경우처럼 자체 콘텐츠 수료 후에는 이수증 제공
을 통해 동기 부여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광명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허브 (가
칭 ‘광명학습마트’ 구축)
◦ 온라인 학습콘텐츠 공급처를 확보하여 광명 세계시민교육의 특화과정으로서
온라인 기반 GCC 체계 구축이 필요함(공급처와의 개별적 접촉 및 계약, 무료 학
습콘텐츠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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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에 부합되는 콘텐츠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온라인 학습콘
텐츠로 공급할지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광명학습마트’는 한국의 온라인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학습콘텐츠 허브인
동시에 세계수준의 시민교육 학습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이어야 하며, 세계
시민교육 학습콘텐츠 공급처의 다양한 구축과 함께 관련 학습콘텐츠를 선정하여
‘광명학습마트’로 연계 필요
◦ 광명 세계시민교육의 온라인 공급체계는 다양한 온라인을 파악하여 이를 하나
의 허브로 관련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공급처의 학습콘텐츠를 가칭 ‘광명학습마트’에 모아서
제공함
- ‘광명학습마트’는 세계시민교육의 온라인 학습콘텐츠 허브임, 사이버 상의
홈페이지의 형태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시민의식
및 시민활동에 대한 online 학습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임,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링크 가능
◦ ‘광명학습마트’의 홈페이지는 단지 광명시나 한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시민교육 전문 학습 포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제적 감각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계적 접근을 필요로함
- 단계적 접근으로서 우선 한국의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국
제적 수준은 UNESCO 등 핵심적 기관의 학습콘텐츠를 연계하는 수준에서 시작
-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를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한국민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 적극 추진
- 해외의 학습콘텐츠도 공유하도록 하여 세계시민교육 공유의 장으로 역할 수행 필요

‘광명학습마트’의 구축을 위한 특징적 고려사항
- 한국콘텐츠뿐만 아니라 세계수준의 콘텐츠 발굴 및 연계
- ‘광명학습마트’ 홈페이지 플렛폼은 Udacity나 Coursera의 플렛폼 벤치마킹
- 단순한 콘텐츠 제공이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의 최고 전문가 수준의 강의 제공
- 학습과정을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은 무료 제공
- 이수증이나 전문가 피드백을 요청하는 경우 유료 결제 필요
- 광명시민 등의 자체 개발 콘텐츠 운영을 위한 별도의 거버넌스 및 체계 구축
- 학습자의 개별 학습카드제를 통한 로그인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 한글, 영어, 중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학습콘텐츠 등의 제공 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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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광명시립 GCC 대학원대학 운영
◦ 글로벌 시민교육을 고등교육 수준에서 제공하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
한 교육 기관이 필요함과 세계 유일의 GCC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세계
시민교육 지역활동가들의 전문적 성장을 지원함
◦ 전세계적으로 시민의식, 시민참여, 시민공동체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시민의식 또는 시민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추세임, 한국에서도 시민
의식 및 시민활동에 대한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공급도 늘어나는 추세임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나 현재 설립 타당성 검
토 중인 경기도립대학원대학, 독일 브란덴브루크의 파흐호흐슐레 등을 모델
로 벤치마킹하여 광명 세계시민교육 대학원대학교를 검토함

- 글로벌 시민의식 및 활동 교육
KOICA ODA 교육원(http://oda.koica.go.kr)
국경없는 의사회(https://msf.or.kr)
굿네이버스(www.goodneighbors.kr)
유네스토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코피온(www.copion.or.kr)
미래희망기구(https://www.unesc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 사이버 및 고등교육기관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https://www.cyber.incheon.kr)
원광대 시민교육사업단 등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19] 광명시립 GCC 대학원대학 운영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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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설립 규모의 시설과 교원, 교지 기준
면적, 교원 산출기준에 따른 교원 확보, 수익용 기본자산 등의 설립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광명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총원이 제한되며 학생 규모도 연 300명 이하로 증원이 제한되나,
단,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는
제외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립 운영을 검토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20] 광명시립 GCC 대학원대학 운영 구상안 : 설립 기준

□ 광명 세계시민교육 ‘특화’ 코스 : 대학원대학기반 GCC 설립 운영 검토
◦ 대학원대학의 경우 학사 및 석박사 이중과정체제로 광명에서는 학부 수
준의 비학위과정 및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광명 온라인 대학과 석
박사학위 수준의 글로벌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광명시립대학원대학교
설립을 동시에 고려하여 병행적 체제로 학사에서 박사학위 과정까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 검토
◦ 학사 및 석박사과정은 고등교육체제로서 광명 GCC 글로벌시민교육의 학사
수준과 석박사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구성되며, 학사과정과 석박사과정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다음의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광명시민의 학력 수준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글로벌 시민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자 선택권 강화
- 학사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후 지속적으로 전문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석·박사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심화학습 요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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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하여 진입장벽 최소화, 원하는 경우 대안적
고등교육체계(학점은행제, 대학 연계 시간제 과정 운영 등)를 활용한 학점 및 학
위 취득 기회 제공
◦ 광명온라인대학교는 학사 수준의 글로벌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동시에 전문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시민의식, 시민참여, 시민활동 등을 중심
으로 학사학위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함며, 교육과정은 온라인과정 형태로 진
행되고, 이를 위해 K-MOOC, 대학 강좌, 광명시민 강좌 등을 연계하고, 자체 과
정을 개발함
- 비학위과정으로 진행되나 학점은행제, 대학 시간제 등과 연계하여 개인별로
필요한 학위 취득 지원 방식 운영
- 이를 위해 광명시립온라인대학교는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등록 운영되어야 하
며, 관련 대학과정과 연계하여 시간제과정 연계 방안 추진 필요
◦ 광명시립 대학원대학교는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고등교육기
관임.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더하였으며,
석박사 학위 전공은 글로벌시민학(또는 시민사회학 등) 등의 다양한 전공을 고려
하여 1개 전공으로 우선 운영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21] 광명시립 GCC 대학원대학 운영 구상안 : 학위수여 시스템

◦ 광명 온라인대학은 전문고등교육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기관이
므로 광명 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온라인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립, 구체적인 설립전략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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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세부전략
광명시립 온라인대학 및 대학원대학교 설립 계획 수립
광명시립 온라인대학 및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대화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시)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온라인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추진체계 등 구축
온라인 콘텐츠 확보 : 미네르바 대학 연계, 기존 온라인과정 연계, 자체 과정 개발
광명학습마트(G-learning mart) 구축 및 시범운영
온라인대학의 전공(시민사회학 등) 개설 및 학생 모집
온라인대학 과정 개선 및 지속가능전략 마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표 Ⅷ-2> 광명 온라인대학 설립 전략

◦ 광명시립 온라인대학 설립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설립 추진과 시민 등
다양한 자원의 협력을 유도함, 추진체계의 핵심은 설립준비위원회이나, 실제 설
립을 위한 행정적 실천은 광명시 및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준
비위원회는 온라인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에 대한 자문, 승인,
실제 지원 등을 마련하는 기구임
-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단, 실무준비단,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광명시장, 실문준
비단장 및 부단장, 자문단장 등으로 구성, 준비위원회 관련 사무 총괄
- 실무준비단은 광명시와 광명 학습원의 실무관계자, 자문단장 등으로 구성되며
온라인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사무 수행
- 자문단은 온라인대학 및 평생교육 전문가, 광명시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
자 등으로 구성되며 온라인대학 설립을 위한 다양한 자문 제공 및 심의 수행
광명시민, 국공립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

광명시립 온라인대학 준비위원회
광명시

광명 평생학습원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22] 광명 온라인대학 설립 추진체계

◦ 광명시립 대학원대학교는 시민의식, 시민활동, 시민교육 분야의 전문고등교육기
관으로서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
는 대학원임, 광명시립 대학원대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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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1: 광명시립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 대학원대학교를 인수하는 방법
- 대학원대학교 등 학교의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이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 다만 기존 대학원대학교는 광명시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대학교 자산도 보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명시로 이전할 경우 자원 매각 등에서의 어려움 존재할
수 있음
◦ 전략2: 대학원대학교를 광명시에 자체 설립하는 방안
- 광명 평생학습원 일부를 대학원대학교로 개편 또는 추가하는 방안이 우선 가능
- 자체 설립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원대학교 인원 제한 규정, 개원에 따라 필
요 재원 확보 방법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광명시립 대학원대학교의 과정 운영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되고, 대학원대학교의 과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 혼합 운영하며, 구체적인
운영 전략은 아래와 같음
- 학원대학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 원칙, 석사과정은 8과
목(24학점) 이수, 박사과정은 12과목(36학점) 이수 기본, 추가적으로 전공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정 수료 기준 수립
- 생태시민사회학 전공 석박사과정 설치 운영, 석사과정에서는 인간학, 시민의
식, 교육학, 생태학, 환경학, 경제학을 기초로 생태시민사회학 석사학위취득 과정
을 운영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생태시민사회학 전문연구자 배출을 위해 연구 및
학습 중심의 박사학위취득 과정 운영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Ⅷ-23] 광명대학워대학교 석박사과정 운영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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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GCC 글로벌 확대 운영 계획 구상
1. 광명 GCC 모델의 GNLC 확산 전파
2. 광명 GCC 랭귀지 스쿨
: 유네스코 6대 공식언어
3. 광명 GCC 글로벌 전파 4단계
확대 추진 전략

Ⅸ. GCC 글로벌 확대 운영 계획 구상
 광명 GCC 모델의 GNLC 확산 전파
광명 GCC 모델의 글로벌 확산 전파를 위해 다음의 그림과 같이 1단계에서는 1차
로 광명 5대 권역 내에서 GCC 모델을 확대 적용 실시하며, 2차로 국내 177개 평
생학습도시로의 확산 적용을 시도함. 2단계에서는 1차로 아태지역 12개국 77개
GNLC 회원도시로 확산을 시도하며, 2차로 향후 확대될 아태지역 50개국 전체의
GNLC 회원도시들로 확산 적용해 나감.

□ 광명 GCC 모델의 국내 GNLC 확산 전파
◦ 광명 GCC 모델의 글로벌 확대를 위해 1단계로 광명 권역 내에서 GCC
모델을 현장에 실천 적용하며, 특히 광명 평생학습원을 중앙 허브 기구
로 5대 권역별 GCC 캠퍼스와 20개 동 단위 GCC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확산 적용함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연계하여 국내 177개 평생학습도시들에 광명
GCC 모델을 연계, 접목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확산시켜나감
◦ 장기적으로는 국내 228개 전 기초지자체(평생학습도시 선정 이외 지역
까지 포함)와 광역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들과 연계하여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허브 모델로 육성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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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Ⅸ-1] 광명 광명 GCC 모델의 국내 GNLC 확산 전파

출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allc.or.kr/kr/index.php)
<표 Ⅸ-1> 국내 평생학습도시 현황(2020년 기준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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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GCC 모델의 아태지역 GNLC 확산 전파
◦ 2단계로 유네스코 방콕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국(UNESCO Bangkok)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 플랫폼(가칭 GASP: GNLC Asia Pacific Smart
Platform)이 구축 중인 아시아태평양지역(Asia Pacific Region) GNLC
(2019년 기준 12개국 77개 회원도시)로 광명 GCC 모델의 확산 적용을
추진함
◦ 2단계 후반기에 점차 확대되어 나갈 아태지역(총 50개국) GNLC 회원도
시들에 광명 GCC 모델을 확산시켜나감
아태 회원국
아프가니스탄 (1)
아르메니아 (6)
호주 (3)
중국 (9)
인도네시아 (1)
이란 (5)
일본 (2)
말레이시아 (1)
필리핀 (1)
대한민국 (46/49)*

아태지역 GNLC 회원도시
바미얀
아보비얀, 딜리얀, 에즈미앗신, 기윰리, 세반, 시시안
멜톤, 서큘러헤드, 윈드함
북경, 창저우, 췡두, 항저우, 상하이, 신천, 태원, 우한, 시안
수라바야
하쉬게르드뉴타운, 카샨, 마쉬하드, 쉬라즈, 야드
오카야마, 타쿠
펜탈링자야
발랑하
안동, 안산, 부천, 대덕, 당진, 도봉, 동두천, 은평, 강남
고양, 구미, 군포, 군산, 관악, 광명, 화천, 이천, 익산, 인제
전주, 진천, 나주, 남양주, 오산, 포항, 사하, 상주, 사상

태국
우즈베키스탄

서대문, 서구(부산), 성동, 성남, 시흥, 순천, 수성, 수원, 통영
의정부, 울산 남구, 연천, 영광, 영월, 연제, 연수, 용산, 유성
(2020 신규 진입 예정 회원 도시: 공주, 송파, 부산 남구)
치앙라이
타슈켄트

*대한민국의 경우 2019년 기준은 46개 GNLC, 2020년 신규 회원도시 포함할 겨우 49개임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표 Ⅸ-2> 광명 GCC 모델의 국내 GNLC 확산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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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Asia and the Pacific) 전체 50개국 중 GNLC 12개 회원국
* 아시아 태평양(asia 太平洋, 영어: Asia-Pacific)은 태평양 서부 연안 지역
을 가리키는 말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를 포
함하며 아태지역(亞太地域)으로 명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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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GCC 모델의 전 세계 GNLC 확산 전파
◦ 3단계로 광명 GCC 모델을 전 세계 GNLC 회원도시에 확산 전파함(2019
년 기준 전 세계 173개 GNLC 회원도시)
◦ 2차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전 세계 GNLC 회원들에 적극적으로
광명 GCC 모델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브랜드 모델로 육성함

출처: UIL 홈페이지(https://uil.unesco.org/)
[그림 Ⅸ-2] 광명 GCC 모델의 글로벌 GNLC 확산 전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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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GCC 랭귀지 스쿨 : 유네스코 6대 공식언어
□ 광명 GCC 랭귀지 스쿨
◦ 유네스코 6대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
랍어)를 배울 수 있는 GCC 랭귀지 스쿨을 개발 운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습 양식에 맞추어 온테크 온라인 코스를 병행 운영함
- K-무크와 G-무크 외국어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1차적으로 영어
랭귀지 스쿨(English Language School)을 시작으로 이후 6대 언어로 확대
- 광명시에 외국인 인구(2020년 6월 현재 5,501명)와 다문화 가족이 많음
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과 GCC 랭귀지 스쿨 연계 운영
- 랭귀지 스쿨 대상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광명시민을 1순위로 하며, 경
기도민을 2순위, 그 밖의 시민을 3순위로 추진
◦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GCC 랭귀
지 스쿨을 연계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5대 GCC 캠퍼스의 유관 프로그램
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함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Ⅸ-3] 광명 GCC 랭귀지 스쿨 운영 구상

 광명 GCC 글로벌 전파 4단계 확대 추진 전략
□ 광명 GCC 1단계 글로벌 전파 추진 전략
◦ 광명 GCC의 글로벌 전파 확산을 위한 1단계 추진 전략으로 GCC 본부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1차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파일럿 론칭하며, 이
후 2차로 5대 권역별 광명 GCC 캠퍼스(으뜸터 GCC 캠퍼스, 예터지기
GCC 캡퍼스, 하안처럼 GCC 캠퍼스, 철산지기 GCC 캠퍼스, 다울마을
GCC 캠퍼스)로 확대 운영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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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지역 GNLC 네트워크가 추진 중인 (가칭)GNLC 시즌 2 사
업과 연계하여 광명 GCC 모델을 (가칭)유네스코세계시민대학(UNESCO
GCC Learning City College)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이후 지역별 확산 정책에 따라 광명 권역에서 국내 평생학습도시로, 그리
고 다시 아태지역과 전 세계 GNLC로 광명 GCC 모델을 확산 적용해 나감

□ 광명 GCC 2단계 글로벌 전파 추진 전략
◦ 광명 GCC의 글로벌 전파 확산을 위한 2단계 추진 전략으로 광명 GCC
모델을 (가칭)유네스코세계시민대학(UNESCO GCC Learning City College)
모델로 확산해 나가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온라인 트랙
운영을 다각화 확산해 나감
- 멀티트랙 모델(오프라인 모델 외에 언택러닝 모델, 무크연계 모델, 온
라인대학연계 모델, 온라인대학원대학 모델) 등으로 다각화 확산
- 빅데이터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기적 웹서베이 수요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반영한 다양한 GCC 모델 개발, 확산 적용

□ 광명 GCC 3단계 글로벌 전파 추진 전략
◦ 광명 GCC의 글로벌 전파 확산을 위한 3단계 추진 전략으로 광명 GCC
모델을 기반으로 GNLC 회원도시들이 국내외적으로 각기 특성과 수요에
맞는 특화모델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화함
◦ 향후 세계시민교육을 기반으로 한 GCC 모델을 평생학습 6대 영역(①
기초문해교육 ② 학력보완교육 ③ 직업능력교육 ④ 문화예술교육 ⑤ 인
문교양교육 ⑥ 시민참여교육)별로도 확대하여 다양한 GNLC 특화모델들
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프로그램 아카이브 구축 작업
을 지속함
◦ 3단계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 대륙별 GNLC로 확대함과 동시에
글로벌 인증 지표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화해 나가며 비학위과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학원대학 모델과 여
타 대학연계 모델, 무크연계 모델, 학점은행제 연계 모델 등을 통해 학위
과정 인증까지도 연계 추진함

- 157 -

□ 광명 GCC 4단계 글로벌 전파 추진 전략
◦ 장기적으로는 광명 GCC의 글로벌 전파 확산을 위한 4단계 추진 전략으
로

향후

유엔대학(UNU)

등과

연계하여

(가칭)유네스코학습도시대학

(UNESCO Learning City College) 등의 모델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음
◦ (가칭)유네스코학습도시대학(UNESCO Learning City College) 모델은 장기
적으로 전 세계 GNLC는 물론 UN 193개 회원도시로의 확대를 포함하는
GNLC 시즌 3 프로젝트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음

출처: 광명 GCC 연구진 워크샵 컨셉노트(2020)
[그림 Ⅸ-4] 광명 GCC 글로벌 전파 4단게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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