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생활 속 환경실천교육 

“지구를 지켜라” 사업안내

○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

□ 가족형 개요  

  ○ 기간 : 2021년 8월 ~ 10월 
  ○ 대상 : 경기도민 
  ○ 인원 : 840명 (70가족×4명×3회)
  ○ 장소 : 온라인 및 자택
  ○ 주요활동 : 환경교육영상 및 활동책자를 제작하여 참가 가족들에게 
     교육, 에너지 절약 생활 속 실천 인증, 신․재생에너지 키트(태양광
     자동차)체험활동, 절약가족시상(참가가족 전원) 등

일정 사업내용 프로그램내용
~ 8. 6. 사업계획 세부사업 운영 계획 구성

~ 8. 23. 교육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교육 영상 제작, 콘티 구성, 활동 책자 

제작 등
8. 23. ~ 8. 26. 참가 가족 모집 모집

8. 30. ~ 9. 3.
1차 사업 운영

2차 사업 교육자료 발송준비 

교육 영상 컨텐츠 시청 및 

에코키퍼 5단계 교육

9. 6. ~ 9. 10. 2차 사업 운영
신재생에너지 키트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활동

9. 3. ~ 9. 17. 3차 사업 운영

에코키퍼 5단계 체크리스트 작성(2주간),

체크리스트 제출 및 설문지 작성, 절약가족 

시상 등
10. 1. ~ 사업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방식: 비대면(수련원 유튜브 및 줌 활용)
  ○ 수련원 지원사항
    - 참가비 무료, 교육 영상, 책자, 교육기자재 등 교육 물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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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받아 작성(서명포함) 후 스캔하여 E-mail  제출

     (coolwater@ggyc.kr)

http://www.ggyc.kr


□ 학교형 개요  
  ○ 기간 : 2021년 9월 ~ 11월 
  ○ 대상 : 경기도 내 초등학교 4~6학년
  ○ 인원 : 500명 (100명×5개교×1회)
  ○ 장소 : 비대면 온라인 (교내 배포용)
  ○ 세부 추진프로그램

일정 사업내용 프로그램내용
~ 8. 6. 사업계획 세부사업 운영 계획 구성

~ 8. 23. 교육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교육 영상 제작, 콘티 구성, 활동 

책자 제작 등
8. 23. ~ 9. 10. 참가 학교 모집 모집

9. ~ 11.

(기간 내 학교 

일정 협의 운영) 

사업 운영

교육 영상 컨텐츠 시청 및 

에코키퍼 5단계 교육,

에코키퍼 5단계 체크리스트 

작성(2주간),

체크리스트 제출 및 설문지 작성
12. 1. ~ 사업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방식: 비대면(수련원 유튜브 및 교육컨텐츠 제공)
  ○ 수련원 지원사항
    - 참가비 무료, 교육 영상 및 책자 제공, 교육 컨텐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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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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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gyc.kr


□ 환경교육영상

○ 영상 길이 : 15분 내외 

○ 영상 주제구성 

  1)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심각성 교육

  2) 기후변화의 원인 4가지

   ①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

   ②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 때

   ③ 자연을 보호하지 않을 때 (나무 벌목, 생태계파괴 등)

   ④ 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때

  3) 에너지 절약 교육

   - 에코키퍼 5단계 교육영상 제작

□ 활동지 내용

○ 에너지 관련 지식

○ 신․재생에너지 키트(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활동

○ 에코키퍼 5단계 체크리스트 (에너지절약 실천 방법 제시)  

○ 우리가족 에너지 절약 “생활 속 실천” 인증하기 

□ 절약가족 시상(참가자 가족 전원)

○ 시상기준

  1) 교육영상 전원 시청 완료

  2) 우리가족 에너지절약 실천 사진 인증샷 

  3) 에코키퍼 5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