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찾아가는 환경교육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사업안내

□ 개요
  ○ 기간: 2021. 4. ~ 2021. 11.
  ○ 대상: 경기도 내 초등학생 및 청소년 단체
  ○ 인원: 1,740명 (중기:40명×7개학교×3회=840명/단기40명×10개학교=400명/
                   비대면500명
      ※ 운영인원은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소: 신청학교 교실 (단, 중기 2차시 현장견학은 현장으로 이동하여 운영)
  ○ 주요활동
    - 중기 프로그램 (※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지정프로그램)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에너지플러스

(총 3회 교육)

• 기후변화 이론 + 태양광자동차만들기 체험 대면

• 시화호조력발전소(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현장견학 대면

• 에너지 현황 이론 + 에너지수첩만들기 체험 대면

    - 단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1가지 선택)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단기 프로그램

•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전환 대면 / 비대면

• 나도 업사이클러 (밀키파우치 만들기) 대면 / 비대면

• 적정기술을 찾아라 대면 / 비대면

• 플라스틱 행성, 지구 / 지구를 위한 카니발 대면 / 비대면

      ※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학교 협의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 확대 될 수 있음

    - 비대면 프로그램 (환경교육 영상과 교육재료를 활용한 환경교육)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기후변화, 에너지

• 수련원에서 제작한 기후변화 교육 영상과 신재생

  에너지 체험 키트를 제공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환경교육 실시

비대면

자원순환
• 자원순환 관련 환경교육 영상과 자원재활용 체험 

  키트를 제공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환경교육 실시 
비대면

      ※ 찾아가는 청소년지도사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예정



  ○ 수련원 지원사항
    - 중기프로그램: 이동차량, 보험비, 강사비, 교육재료비 등

    - 단기프로그램: 강사비, 교육재료비 등

    - 비대면프로그램 : 교육재료비 등

    - 참가비: 무료 (단, 중기프로그램 현장견학 시 중식은 자체 해결)

  ○ 참가신청방법: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www.ggyc.kr)에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받아 작성(서명포함) 후 스캔하여 E-mail (rlarodtwo@ggyc.kr) 제출

□ 세부 프로그램내용

  ○ 중기프로그램(에너지플러스-환경부 우수환경교육지정프로그램)

시간 단위 프로그램명

1차시

• 기후변화 교육 (이론 교육)
  - 기후변화 원인, 현상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동물, 나라)
  -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
  - 신재생에너지 종류와 원리
• 태양광자동차키트 만들기 (체험 교육)
  - 태양광자동차키트 직접 만들어 햇빛에 작동시켜 보기

2차시

• 시화호조력발전소 현장견학
  - 시화호의 변화 (해설)
  - 시화조력발전소 원리 (해설)
  - 시화조력문화관 체험시설 (체험)
※ 소요시간 90분은 이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임

3차시

•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
• 에너지수첩 만들기
  - 에너지절약 방법 찾기 토의
  - 즉석카메라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촬영하기
  - 에너지수첩 만들기

※ 중기프로그램은 일정협의를 통해 3회에 걸쳐 운영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화호조력발전소 휴관 시 협의를 통해 2차시로 단축 운영

※ 최대 운영 가능 인원은 60명이며, 20명~30명 내외로 분반하여 운영

http://www.ggyc.kr


  ○ 단기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 중 1개만 선택하여 진행)

주제 단위 프로그램명

신재생에너지
․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전환
  - 신재생에너지 이론교육 및 태양광자동차 키트 만들기 체험

자원순환
․ 나도 업사이클러
  - 자원순환 교육 및 밀키파우치 만들기 체험

적정기술
․ 적정기술을 찾아라
  - 적정기술 이론교육 및 OHOO 만들기 체험

폐기물

․ 플라스틱 행성 행성, 지구
  - 미세플라스틱 이론 및 미세플라스틱 빙고 게임
․ 지구를 위한 카니발
  - 재활용 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

※ 1회 운영 인원(20명 이상) 협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 불가 시 협의 후 실시간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변경 운영

   (ZOOM 또는 유사 프로그램 활용)

  ○ 비대면프로그램 : 수련원에서 제작한 영상 및 교육재료를 활용하여 

     학교 내 자체 환경교육 실시

주제 단위 프로그램명

기후변화, 에너지
수련원 제작 기후변화 영상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 실시 및
태양광자동차키트를 제공하여 태양광자동차만들기 체험 실시 

자원순환
제주도 제작 자원순환 영상 활용하여 자원순환 및 폐기물 교육 실시 및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여 가죽지갑 만들기 체험 실시

※ 찾아가는 청소년지도사와 연계하여 운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