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유아환경교육 “환경체험 톡톡” 사업안내
□ 개요

  ○ 사업기간: 2021. 4월 ~ 12월

      ※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추이에 따라 교육일정 및 변경 취소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경기도 내 유아단체 1,000명 / 총 20개 단체

   
구분 방문형(15개 단체) 나들이형(5개 단체)
인원 최대 50명 최대 50명

        ※ 20개 단체 기준으로 계획 인원 미달 시, 추가 단체 선정할 수 있음
  ○ 참가비: 무료 / 지원사항: 강사비, 이동차량, 보험비, 체험비 등

      ※ 나들이형 강사비 지원은 유선 상 협의

  ○ 신청방법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www.ggyc.kr) 공지사항 확인

    - 네이버폼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문형과 나들이형 중복 선정 불가)

    - 선정 기관 개별 연락 → 일정협의 → 활동진행

  ○ 선정기준

    - 방문형·나들이형별 선착순 모집 후 지역 배분

    - 2020년도 참가 단체 후순위 선정 대상

  ○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 활동기획팀 최혜정 / Email : bono0501@ggyc.kr /  070-5029-2746

  ○ 주요활동

활동명 장소 활동내용 참고사항

방문형

(환경

인형극)

신청 단체로 

방문

유아 단체를 방문하여

환경인형극, 환경마술 등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시간: 총2시간

- 코로나 19의 상황 지속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공간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수련원 기준)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

※ 방문형 환경인형극 프로그램 중 1개 택일

나들이형

(환경체험)

신청환경

교육기관

유아 단체에서 신청한 환경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환경

체험활동 운영

- 교육 시간: 최소 2시간

- 점심식사 미제공(필요시, 도시락 지참)

- 45인승 카시트 장착 차량 또는 유아 버스 지원

※ 코로나로 인해 탑승 기준 1/2 수용

※ 나들이형 신청 후 선정단체는 직접협의 

   후 세부일정표 추가서류 제출예정 



□ 방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 신규 환경인형극 스트리밍 비대면 가능 교육 추가: 토토의 보물밥상, 토미토미와 함께

하는 아토피피부염 탈출, 숨어있는 아토피 도둑을 찾아라 등

분야 세부프로그램 내용

바른먹거리

토토의 보물 밥상

몸에 안좋은 음식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용드레와 졸

게에게 이쁘리가 공주가 공주를 구할 수 있을까? 

(네이버밴드를 통한 실시간 비대면 가능)

숨어있는 아토피 

도둑을 찾아라

아미아미와 함께 우리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아토피도둑

들을 찾아가는데...

(네이버밴드를 통한 실시간 비대면 가능)

곰아저씨와 컬러푸드
깨끗환 환경에서 자란 컬러푸드를 먹는 곰과 인스턴

트 식품을 먹는 호랑이가 있었는데...

환경성질환

토미토미와 함께하는 

아토피피부염 탈출

피부를 가렵게 만드는 아토피대마왕이 나타나서 아

이들을 괴롭히는데...

(네이버밴드를 통한 실시간 비대면 가능)

손씻기로 식중독을 

예방해요

동호는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다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고 배탈이 나는데...

미세먼지 미세먼지괴물 꼼짝마
세균맨과 미세먼지괴물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튼튼

이를 따라오는데...

생활폐기물 지구야 내가 지켜줄께

짱구는 밥과 음식을 남겨 음식물쓰레기가 지구를 아프

게 하는데 세균이 짱구에게 같이놀자고 다가가고 환경

맨아저씨가 짱구를 구출하러가는데...

에너지절약 알뜰이의 착한소비

지구의 자연환경을 파괴하 의류쓰레기를 만들러 온 외계

인 쭈쭈는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새옷을 사달라고 유혹하

는데...

해양 환경 강파란과 오물마왕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숲속마을에 오물마왕

이 나타나 강파란과 대결을 펼치는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비대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