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비전 청소년 기후행동 프로젝트
프로그램 소개서



LISTEN ON 선배 오너와의 만남 영상 교육 소개

네이버웹툰 ‘기후위기인간’
구희작가

[작가 ONer]

웹툰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잘 살고 싶은’

보통의 우리들의 스위치를 ON해주고 계신

네이버 웹툰 기후위기인간의

구희(@Koohie)작가 오너(ONer)

국내 최초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린디자인’을 개척,

삶의 모습까지 ‘그린’을 닮은

그린캔버스 윤호섭 교수 오너 ONer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

2003년 국민대에 그린디자인 전공 개설

디자이너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준 멘토)

#나무를 심은 사람 #재활용 

#maximum minimize (zero) #식물성잉크 모조지

환경디자이너 윤호섭 교수

[디자이너 ONer]

예술을 기반으로,

제작문화와 제작(창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투리 자재의 순환을 고민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아까워센터–유기사물 구조대

천근성 대표 오너(ONer)

서울아까워센터 천근성대표

[예술가 ONer]



LISTEN ON 선배 오너와의 만남 영상 교육 소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력발전기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물하는

이노마드 박혜린 대표 오너(ONer)

#인도여행 #부족한 전력 #휴대용발전기

#북미에 2만여대 수출

#한계를 짓지 말고 도전하면 그 경험이 연결돼 의미 있는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노마드=에너지+노마드(유목민)

이노마드 박혜린 대표

[발명가 ONer]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선

그린히어로펀드를 운용하는

은기환 펀드매니저 오너(ONer)

#2021 올해의 펀드매니저

#기후위험 완화 기술과 관련이 있거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적극으로 줄이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

#기후위기는 환경만 위협하지 않는다. 당신의 자산도 위협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ESG투자에 관심이 커지는 계기 기대

한화자산운용 은기환 펀드매니저

[펀드매니저 ONer]



PLAY ON 세계시민 체험 교육 소개

지구를 구하는 시간여행 in ZEP
‘하나뿐인 지구를 밝혀라‘ ONER요원 모집

① 교육내용

② 진행방법

2222년
우주정거장

2022년
필리핀
코타바토시

미션수행
현지 아동과 교류

미션수령복귀

[오너스 클럽 수업]
일정 : 2022년 9월 17일    방법 : 월드비전 직접 진행

[오너스쿨 학교]
일정 : 2022년 9월 19일(월)-11월 18일(금)
방법 : 신청 교사에게 링크 발송 후 학급별 자율 일정 진행

2022년
케냐
타나강

레퍼런스 : 게더타운 세계시민교육 보러가기



내용 : 기업의 철학, 활동과 세상의 흐름에 대한 힌트를 얻어, 기업을 선택하고 주가를 예측해보는 모의 임팩트 투자 대회
진행 방법 : 오너스클럽 (월드비전 직접 진행), 오너스쿨(교사용 진행 가이드 제공)

PLAY ON 세계시민 체험 교육 소개

참고 이미지 출처 :
SBS NOW 유튜브 채널

모의 임팩트 투자 대회
주식 투자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PLAY ON 세계시민 체험 교육 소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력발전기 체험 세계시민교육 보드게임 체험

* 신청 자격 : 참여 인원 10인 이상 동아리/학급/학교
* 구성 : 1) 교안(음성/영상 콘텐츠 포함) 
              2) 수력발전기 우노 키트(학급당 1개) 포함
* 비용 : 학급 당 183,400원 (30% 교육기관 할인 적용 금액)
* 비고 : 결제 방법 안내는 신청자 개별 공지

* 신청 자격 : 참여 인원 10인 이상 동아리/학급/학교
* 구성 : 보드게임 1) 탄소 메이커
              2) 공감! 좋아요! 2종세트
* 비용 : 무료 (한정수량 1,000개 소진 시 마감)
* 비고 : 보드게임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TURN ON 내게온지구 온라인 커뮤니티 기후행동 미션 소개

내게온지구 커뮤니티 8월 19일 오픈 예정!

다른 학교 오너 친구들과 네트워킹

오너들의 기후행동 미션 진행

5명 선배 오너(구희, 윤호섭, 천근성, 박혜린, 은기환)들에게 궁금해요!

☞  Vake 가입하러 가기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