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국가는 많은 일을 하지만 국가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도 꽤 있다. 가령 산유국은 환경보다는 석

유 개발이 우선이다.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다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 

독재국가는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국가가 하지 않기에 국가가 아닌 단체에서 그 역할을 맡

게 된다. 그들이 바로 ‘비정부기구’라 불리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환경보호 단체

로 유명한 그린피스(Greenpeace),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어린이를 

위한 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경을 넘나들며 환자를 돌보는 국경없는의사회 등. 이 책은 

이런 NGO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 준다.  

인권도 난민도 평화도 환경도
 NGO가 달려가 해결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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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2학기 사회  3. 지역 사회의 발전

 6학년 2학기 사회  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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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비정부기구(NGO) 

설명서



 국제연합(UN)도 있는데 왜 NGO가 생겨난 걸까?

 현재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NGO가 활동하고 있을까?

 NGO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NGO에서 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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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NGO는 언제 처음 생겼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 NGO의 역사와 성격 그리고 국제연합(UN)과의 관

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NGO가 하는 일은 크게 환경, 인권, 그리고 구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

과 관련된 단체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그린피스 등이 있고, 인권과 관련된 단체로는 국제앰네스티가, 

구호 활동을 담당하는 단체로는 세이브더칠드런, 국경없는의사회, 키바 등이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자.



( 독전 활동 )

천연비누 만들어 보기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는 화학 제품이다. 그래서 거품을 내려면 적지 않은 물이 필요하고, 물에 쓸려 내려간 비

누 거품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피부와 환

경에도 좋은 천연비누를 만들어 보자. 

 비누 베이스, 분말, 에센셜 오일, 비타민 E, 비누 틀, 종이컵을 준비한다. 

 비누 베이스를 원하는 모양으로 작게 자른다.   

 비누 베이스 조각을 종이컵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녹인다. 

 녹은 비누에 에센셜 오일과 비타민 E를 넣고 잘 섞어 준다. 

 비누 틀에 녹은 비누 액을 넣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끝!

재활용품 기부하기

우리 주변에는 재활용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가게가 있다. 또 비슷한 목적으로 이따금 벼룩시장도 열린다. 

입지 않는 옷가지나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 기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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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발표하게 한다. 

 최초의 NGO 활동은 1858년 스위스 사람인 앙리 뒤낭이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럼 공식적으로 NGO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현재 세계에는 2000개가 넘는 NGO가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NGO 소속 회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활동하는지 말해 보자. 

 세계자연보호기금은 1997년 교토의정서 내용을 마련했다. 교토의정서에서 협약된 내용이 무엇인

지 말해 보자.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기

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그린피스는 각 나라의 참치 어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말해 보자. 

 맨발대학은 졸업장을 주지 않는다. 맨발대학이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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