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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흐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1970년대의 한국 경제는 연평균 9%라는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의 경제성장
방법과 추세가 변하지 않는 한 100년 후 인류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 등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논의되었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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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환경교육의 필요성
환경문제의 해법은 기술개발 및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을 위한 기술과 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환경교육이라 할 수 있습
니다.

환경교육의 국제적 흐름

환경교육의 목표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최초로 세계의 환경문제가 다루어졌고, 1975년
베오그라드에서 정부 간 회의를 통해서 환경교육에 관한 베오그라드 헌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1977년 구소련의 트빌리시에서는 환경교육진흥선언을 채택하였고, 환경교육이 세계의 환경
보전의 역량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환경을 좀 더 다각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함께 고려하는 발전을 말하며,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
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알고, 환경을 위한 마음으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 등 마음 속 깊은 곳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환경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고, 환경 지식과
기능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환경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이며, 누구나 그리고 평생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Development)이 대두되었고,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국내 흐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환경청이 설립되었고,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환경권이 규정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
니다.
1990년 8월 환경정책의 핵심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교육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2년 10월 교육부는 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환경과목을 독립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환경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도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환경부에 환경교육과가 신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99년 폐과된 이후 국가 환경정책을
www.me.go.kr

제정되면서 환경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가 시행
됨으로써 환경교육의 기반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환경부에 환경교육 전담부서인 환경교육팀이 신설되어 국가환경교육 사업에

환경교육이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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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교육의 분야

환경교육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환경교육의 대상은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은 영역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환경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 환경교육은 학교 밖 주체, 즉 정부나
관련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환경교육
일반적으로 사회 환경교육은 학교에 비해 더 자유로운 형태와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환경교육은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운영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또는 종교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
에는 민간단체뿐 아니라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의 환경교육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

2018년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82개이며, 그밖에 지자체에 등록한 단체들도

학교 환경교육은 교육과정의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상황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따라 방법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실시한 환경교육 현황조사에서 의하면, 지자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교육 활동
단체는 약 1,700여 개며 주로 교육, 지도자양성, 네트워킹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치원 및 누리과정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교육

2012년부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환경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CSR의 일환으로 환경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으며, 주로 ‘신체운동·건강’, ‘자연탐구’ 영역에서 ‘환경과 생활’,

교육 사업을 하는 곳은 200여개에 이르며 주로 환경개선과 보전, 프로그램 보급, 인력 양성 등을

‘동·식물과 자연’에 대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과학, 실과 등의 여러 교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
과정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후학교 등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이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과 같은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립교과로서 환경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목은 중학교에서는 선택교과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교양교과 중 교양선택으로
되어 있으며 과목을 선택한 학교에서는 정규교과로 환경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학교 환경교육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학교수(개소)

5,226

5,336

5,381

5,376

5,449

5,825

5,841

5,569

5,576

5,525
환경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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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20.6%)

2007

6

5,288

중·고등학교 연도별 환경과목 선택현황

선택학교수(개소)

955

(18.1%)

2008

889

(16.6%)

2009

902

(16.7%)

2010

671

(12.5%)

2011

622

(11.4%)

2012

573

(9.8%)

2013

573

(9.8%)

2014

521

(9.3%)

2015

496

(8.9%)

2016

542

(9.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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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교육의 추진기반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국내 환경교육은 2008년 3월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으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환경교육 책무(제4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제11조, 제12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5조, 제6조)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13~15조)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제16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제9조)

경비지원 및 보조(제17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제10조)

「환경교육진흥법」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와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변화가 있었
습니다. (시행일 ’18.12.13)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학교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 활성화를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에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로 변경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폐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설치)
환경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등

환경교육 추진 장치
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여러 장치도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사회
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입니다.

8

환경교육의 추진

환경부에 환경교육팀이 설치된 것 역시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2011년부터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첫 번째 계획은 제1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2011-2015)입니다.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환경교육 기반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17개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성과로는 환경교육 시범학교 등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환경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등을 통한 사회 환경교육 디딤돌 마련,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환경교육 기반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제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은 ‘배려하는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라는 비전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환경교육 기반 구축의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목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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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

●
●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다양하고 내실있는 환경교육 기회 확대

1

2

3

4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환경교육
기반 구축

1.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2. 유아 환경교육 강화
3.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4. 대학 내 환경교육
활성화

1.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2.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3.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4. 소외계층 환경교육
지원 확대

1. 교사 환경교육
역량강화 및 인식
제고
2. 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 확대
3. 사회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1. 환경교육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2.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환경교육 거버넌스
확대
4.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주 요/ 국
가/ 환/ 경/ 교/ 육/ 사
업/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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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센터 지원
|대상|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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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포털사이트
|대상| 전 국민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누구나 환경교육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keep.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포털사이트’는 환경교육 자료, 환경교육 서비스, 환경교육 정보, 환경교육 참여, 환경교육 소식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000여건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의 역할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자료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환경교육 콘텐츠를 7개 주제(물, 공기, 생태, 자원재활용, 환경보건,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와 기후

4. 그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변화)로 구분하여 각 주제마다 문서, 동영상, e-learning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는 주제별
콘텐츠를 통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서비스

국가환경교육센터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으나, 지정 기간 만료 후 2018년 현재까지

환경부 사업인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유아환경교육관’, ‘환경교육교구 대여’, ‘우수 환경교육프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은 곧 마련할

그램 지정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교육후기,

예정입니다.

언론자료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정보·참여·소식

일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부산,

환경교육과 관련한 정책, 행사, 사업, 환경교육 기관·단체 목록, 관련 정보 등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

인천,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총 9개 광역지자체에서 13개의

합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국고보조
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환경이슈 등 유용한 소식을 쉽고 친근하게 제공하기 위해 SNS와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현황
강원도환경교육센터
(강원도 자연학습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인천환경교육센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경기도환경교육센터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www.me.go.kr

서천1, 서천2, 금산,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eepface
블로그 : blog.naver.com/keepblog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ch/keepstory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eep_eco

경북환경교육센터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있습니다.

경남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울산환경교육센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보전협회,
(사)부산환경교육센터)

뉴스레터 : 신청자에게 환경교육 콘텐츠 주 1회 제공

주요 환경교육 사업

충남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12

강원도

경기도

안산1, 안산2, 양평, 고양, 화성,
안양, 용인, 광주, 시흥,
김포환경교육센터

전남환경교육센터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섬생태연구소,
YMCA가사리생태교육관)

SNS 운영

13

대한민국 환경교육

3
환경교육 교구 개발 및 대여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민간단체

교육현장에서 더 다양한 환경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놀이형 환경교육 교구를 개발하고, 무료로
대여·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교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 활용 교사연수, 동영상·매뉴얼 보급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주제별 환경교육 교구
2018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구는 81종, 총 8,300여개입니다. 교육과정, 흥미도, 활용도 등을
고려한 온라인 게임 교구 등 새로운 교구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환경교육 교구

교구 대여 실적
현재 연간 200여개의 학교와 기관·단체에 총 4,000여개의 교구를 대여·보급하고 있으며, 2017년

구분

종류
생태(28종)

까지 약 460,000명이 환경교구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물(14종)
자원순환(2종)

환경교육 교구 운영 현황
대여용

78,279
교육인원(명)

대여교구수(개)

69,996
63,056
50,216

기타(5종)
13,933

30,000

3,459

2007

생태(2종), 물(2종), 기후변화(1종)

온라인

에너지(1종), 자원순환(1종), 기후변화(1종)

1,594

3,184

3,028

3,299

4,561

교구 대여 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서비스 ▶ 환경교육교구 보급에서 신청
※ 문의처 : (02)3407-158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요 환경교육 사업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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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홍보용

9,713
6,406

12

에너지(5종)

누리과정(6종)

50,821
36,785

1.890

기후변화(10종)

친환경소비(3종)
58,253

57,411

4,000
198

상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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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대상| 초·중학교, 민간단체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7톤 트럭 및 CNG버스를 개조하여 학습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체험형 이동
환경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중학교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운영교사는 모두 환경교육 전공자로서 차량 1대당,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 환경 전반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실험이나 게임, 관찰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코딩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재미와 흥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
2004년 1대로 시작했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2009년 4대, 2011년 5대, 2014년 이후 현재
까지는 8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등 7개 권역에 배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엔 8대의 차량으로 85,000여명의 학생을 교육하였는데, 이는 차량 1대당 1만여명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셈입니다.

자유학년제와 함께 하는 환경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환경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맞춤형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파견 환경교사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전국 7개 권역 64개 중학교를 대상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 현황
85,606
77,198
교육인원(명)

전문교사가 함께 하는 환경교육

가능한 내용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실험, 토의·토론, VR연계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67,671

참여방법

53,423
43,153

교육내용은 환경과 일반 교과의 융합, 심화된 환경교육, 환경진로 분야 등 중학교 수준에 적용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66,559

62,604

차량수(대)

으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에서 환경교사를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6,578

초등 :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 서비스 ▶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 교육 신청

19,342
4,650
1

2004
이동환경교실
1호차량 출범

2005

13,643
2

2006
이동환경교실
2호차량 출범

2

2007

2

2008

17,632
4

2009
이동환경교실
3, 4호차량 출범

4

2010

5

2011
이동환경교실
5호차량 출범

6

2012

6

2013

8

8

8

8

중등 : 꿈길(http://www.ggoomgil.go.kr) 사이트 로그인 ▶ 검색(꿈꾸는 환경교실)
※ 지역별 문의처

2014

이동환경교실 이동환경교실 이동환경교실
6호차량 출범 7,8호차량 출범 홍보차량 운영

2015

2016

2017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경기·인천

(02) 3407-1520∼3

대전·충남·세종·충북

(042) 486-8056

울산·부산·경남

(055) 287-9752∼3

강원

(033) 251-2676

대구·경북

(053) 812-2383∼4

전북

(063) 285-3083

광주·전남

(062) 350-5844∼6

사전 온라인 예약제

주요 환경교육 사업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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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
1

19,491

17

대한민국 환경교육

5
유아환경교육관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유아를 동반한 부모

유아환경교육관은 유아들에게 전문적인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전용 환경교육 체험장으로
수도권, 충북, 충남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관의 특색을 살린 실내·외 체험형 시설이 있으며, 누리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유형별 체험프로그램

참여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서비스 ▶ 유아환경교육관에서 신청
※ 권역별 문의처

및 공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역

교육관 주소 및 연락처

운영 실적

수도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41 환경보전협회, (02) 3407-1572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유아 101,720명, 학부모 및 교사 50,2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

충남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 50 광덕산환경교육센터, (041) 572-2535

으며 참가자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충북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043) 230-3377
사전 온라인 예약제

교육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각 교육관 특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교육 유형에 따라 상시교육, 가족교육, 교사

유아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연수 운영

교육, 행사교육 등으로 구분합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한 생활주제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은 환경 및 유아교육 전공자가 담당합니다.

및 유형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교구 등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환경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 후 현장
프로그램 및 대상

상시 교육

가족 교육

교사 교육

행사 교육

만3~5세 유아 단체
대상

주말 활용, 만3~5세
유아 동반 가족 대상

교육관 체험교육을
신청한 기관의
인솔교사 대상

유아, 환경 관련 행사에서
일반 시민 대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아 환경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수도권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800명에게 연수 및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산간벽지의 유아교육기관에 콘텐츠를 보급하여 교육 소외지역에서도 환경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 연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콘텐츠를 추가 개발·보급하여 유아교육 기관에서
환경교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환경교육 사업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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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형 환경일기장 쓰기
|대상| 초등학교

콘텐츠형 환경일기장 쓰기는 환경교육 수업자료와 활동지를 담은 환경일기장을 초등학교에 제공하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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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동아리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환경 수업과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환경동아리 지원’은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를 공모하며, 선정된

2010년부터 초등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아리가 8개월 동안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의 초등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00여개 학교의 32,000여 명의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환경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기장을 활용한 학교 및 가정 에너지 교육
환경일기장은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고안되었으며, 활동지 부분은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친환경 활동을 기록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아리 활동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학생과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고

또한 운영 교사와 상호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장 및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교육 및 체험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동아리도 선정함으로써

상금과 함께 환경과학캠프 참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교의 지도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교사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환경보전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 환경과 생태, 특성 등을 탐구하게 됩니다. 활동
후엔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활동 동아리를 선발하고 환경부장관상을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참여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새소식(6~7월중 공지)
환경부에서 각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
환경교육지원사업 시스템(www.eesp.or.kr) ▶ 사업신청관리 ▶ 지원사업 공모신청

주요 환경교육 사업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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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초·중·고 환경 방학프로젝트

꿈꾸는 환경학교

|대상| 초·중학교 및 초·중·고등학생 개인

|대상| 중·고등학교

이 프로젝트는 방학 동안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선택률과 환경교사 임용율 저조 등 침체된 학교 환경교육의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와 교육부의 공동 사업으로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라는 프로젝트이며,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2017년 시행 첫 해엔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환경전공교사를 배치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9개 학교를

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하였고, 3~5년 동안 환경교실 조성,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7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현재 총 16개의 ‘꿈꾸는 환경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엔 청주의 원평중학교에서 환경방학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엔 환경부장관과

꿈꾸는 환경학교 선정 현황

충청북도교육감이 참여하여 학교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구분

환경방학 체험프로그램

지역

학교명

수도권(4)

광주고, 서해고, 송내고, 이우중고

방학 동안 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방학 동안 다양한

1기

충청권(3)

원평중, 서전고, 청주여고

환경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선정)

전라권(1)

푸른꿈고

경상권(1)

창원과학고

서울·경기(4)

숭문중, 성일고, 안산고, 유신고

2기

충청권(1)

한마음고

(2018년 선정)

전라권(1)

지평선고

경상권(1)

대구여고

환경방학 워크북
방학 동안 학생들이 환경 실천을 하고 기록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하여,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워크북을 완성하여 제출하면 우수학교와 우수자를 선발해 시상을 합니다. 2018년
에는 우수 학교 4개교(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를 선정해 환경부장관상과 교육부장관상을 수여
하고, 개인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사항
환경실 조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수업을 위한 환경실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실 유형은 실내형,
실외형, 복합형(실내외), 기타형으로 구분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생들에게 질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컨설턴트 및 모니터링단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통합성이 높은 환경 수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me.go.kr

꿈꾸는 환경학교 운영사례집을 제작하여 우수 사례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을 소개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하여 별도 홈페이지(desc.co.kr)를

주요 환경교육 사업

연도별 사례집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22

23

대한민국 환경교육

10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민간단체

향후 계획
‘꿈꾸는 환경학교’의 지원 자격요건을 확대해 지원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이 사업은 민간단체가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 책임과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고, 이를 통해 기존 환경 수업과 차별된 양질의 통합

학교-민간 연계 환경교육 지원

적 환경 수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민간 연계 환경교육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15개 사업자는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

참여방법
꿈꾸는 환경학교(desc.co.kr) ▶ 공지사항 ▶ 지원신청 안내

학기제) 또는 방과후학교를 활용하여 ‘학교-민간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매년 이 사업을 통해 약 4천여 명의 학생이 초·중·고교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국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선정된
환경부
시.도(교육청)
유역(지방)
100여개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시.도(교육청)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유아, 일반인, 취약계층에 체험 교육과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친환경적인
지원하여, 이론과 체험학습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교육프로그램을4~5월
6~9월
10~12월
12월
매년 이 사업을 통해 450,000여명의 학생, 일반인이 환경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가정,
운영지침 통보
- 차년도
최종심사 더 많은 환경교육
- 예산 검토혜택을
및
심사결과 하고
소외지역
학생,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받을- 최종
수 있도록

있습니다.

사업계획공고
- 1차 심사

- 예산검토 보고
(환경부)

확정통보

보고(통보)

지원사업 참여방법
사업 공고
(1~2월)
홈페이지 등
일괄 공고

요건심사, 서면심사
및 최종심사 후
선정결과 홈페이지
발표

운영설명회
개최 (3월)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운영설명회
실시

사업진행
(3~11월)

최종평가
(12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 추진
- 중간보고서(8월)
- 최종보고서(11월)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검토 및
평가

주요 환경교육 사업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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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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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민간단체

환경교육 국가지정제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절차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질 높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컨설팅

지정신청

지정심사

- 맞춤컨설팅 지원
- 지정정보시스템
안내

- 지정정보시스템
(www.keep.go.kr)
에서 신청
- 증빙자료 업로드

- 요건검토(사무국)
- 서류·현장심사
(지원단 2인)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분과)

사후관리

※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이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
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을 심사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제도입니다.

- 심사회의
(연4회)개최

- 운영결과 보고
- 이행확인 심사
- 정보제공

객관적인 심사와 컨설팅 제공
환경교육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원단(심사원)은 지정기준에 따라 서류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84개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18.8월 기준)
2018년 8월까지 584개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였습니다.
최근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정프로그램은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에서 지역별·대상별·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와 지원
지정프로그램은 사후관리를 통해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우수한 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 공모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정프로그램 검색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 환경교육서비스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
지정프로그램 현황 ▶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검색 및 참여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 환경교육서비스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
지정신청
※ 문의처 : (02) 3407-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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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경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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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교육지도사
|대상| 일반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양질의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더나은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 요건
등급

자격 기준
가. 사
 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급 양성과정을

양성기관 지정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는 시범운영(‘15~‘16)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1급

2017년엔 양성기관 4곳(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외 3곳)을 지정·운영하였으며, 2018년엔 2급

이수한 사람
나. 환
 경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
 경교육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

양성기관을 포함하여 3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 외 2곳)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는 1급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사
 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지역

양성과정

기관명

연락처

충남 천안시

2급(3급간이)

광덕산환경교육센터

041-572-2535

경기 수원시

3급(정규)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031-273-8320

서울 마포구
강원 원주시
경북 구미시

3급(간이)

경남 산청군

(사)환경교육센터

02-735-8677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3-747-3649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054-440-3216

경상남도환경교육원

055-254-4035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2급

나. 환
 경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
 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
하는 2급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양
 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3급

성과와 계획

이수한 사람

나. 환
 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
 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
하는 간이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2017년까지 양성기관 4곳에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총 230명을 양성(시범운영포함)하였
습니다. 2018년에는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2급, 1급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경력관리를 통해 배출
인력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과 활동 사항의 모니터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고 : 1.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단체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이란 생태생활(2시간), 환경교육자원(4시간), 안전관리 및 교육(4시간) 및
체험환경교육(6시간) 등으로 구성되는 워크숍 연수과정(16시간)을 말한다.

등급별 역할과 진로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환경 봉사활동부터 환경교육 강사활동, 환경
교육과 관련된 기획·경영, 사업 등의 활동, 환경교육관련 정치·경제·사회적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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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급

역할

역량

1급

경영·관리자

환경교육의 경영·관리

2급

기획·조정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개발

3급

교육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진행

주요 환경교육 사업

등급별 역할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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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홍보단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기업, 군, 민간단체 등

국민의 친환경적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전문지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환경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문가를 환경교육홍보단으로 위촉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습지가 우리의 미래다(습지의 생태계), 학교숲 체험프로그램(숲관찰), 환경오염심각성과 저감

원로 및 교수 등의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지도자 등 전문강사 350명으로 환경교육홍보단을 구성하여

노력(EM발표액만들기), 삼림욕을 즐겨보자(삼림욕), 우포늪 생태교육(습지생태교육) 등의 프로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유익한 환경 지식과 실천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환경교육홍보단은 학교·기업체·군부대·민간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기후변화나 생태, 수질 등 환경 전반에
대한 강의나 체험활동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개밥그릇 습격사건(주변의 동·식물), 지구를 지키자(기후변화), 매봉산봄맞이(학교주변 생물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조체계를 통한 환경교육홍보단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는 환경교육홍보단 운영사업의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총괄

우리와 함께 하는 숲속 생태이야기(생태계, 기후변화), 오감으로 자연 친구들을 느껴봐요(자연

관리합니다.

환경), 잡초들의 생존전략(자연환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교육대상의 수준과 교육내용 등에 적합한

수도권대기환경청

강사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운영합니다.

환경신문 만들기(환경일반), 지구온난화와 대체에너지, 학교숲탐방, 고마운 농부 지렁이를
만나요(음식물쓰레기, 지렁이)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민간단체 등 중점교육 추진
교육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군부대, 시민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연생태교육, 환경놀이,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1일 환경지도교사 등 학교 환경 분야 교육을 실시
합니다.
군부대
각급 군부대, 신병 훈련소, 병과학교 등 군 장병 교육과 예비군·민방위 교육 시 환경교육을 시행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어린이가 알아야 할 기후변화 이야기, 우리지역 생태환경이야기, 강원의 자연에서 배우는 지구
온난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특명!지구를 구하자(기후변화), 지구야 사랑해(기후변화), 자연환경과 생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안전한 먹거리, 빛과 소리를 찾아서(곤충),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시민강좌
생태기행, 시민환경학교, 주부·농어업인·종교인 대상 시민강좌를 개설하여 생활 속에서 환경
보전 의식 향상을 유도합니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프로그램 운영
각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물속생물탐사(수질측정), 학교숲으로 놀러가자(지구온난화), 학교숲 생물들의 서바이벌게임
(식물과 곤충), 우유팩으로 재생종이만들기(재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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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대상| 중학교

지역별 문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031) 790-2438

수도권대기환경청

(031) 481-1326

낙동강유역환경청

(055) 211-1716

원주지방환경청

(033) 760-6022

금강유역환경청

(042) 865-0828

대구지방환경청

(053) 230-6422

영산강유역환경청

(062) 410-5182

새만금지방환경청

(063) 238-8816

환경부는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고 환경교육의 장점을 살린 환경진로·직업
탐색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환경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속·산하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환경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에서는 환경 분야 특성을 살린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자유학기
맞춤형 환경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홍보단 인력 운영 현황
지역 환경청
미래 그린리더가 하는 일(원주지방환경청), 에코리더 교육프로그램(한강유역환경청), 우리동네
대기박사(수도권대기환경청), 푸른환경지킴이(금강유역환경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한강유역환경청(30명)
원주지방환경청(30명)

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40명)

국립환경과학원
탄소배출 ‘제로’의 비밀을 풀어라, 팔당호의 생물들, 녹조현상 바로알기, 이해하기 쉬운 환경
방사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45명)
대구지방환경청(50명)
새만금지방환경청(50명)
영산강유역환경청(50명)

낙동강유역환경청(55명)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학자와 만나요, 꿈을 심어주는 디스커버리 센터, 생물자원은 우리의 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체험에코스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각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국립공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지리산), 꿈나눔 설악산국립공원 진로
체험(설악산), 갈참나무 두드림 자유학기제(내장산), 자연속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메아리(가야산),
숲에서 job는 꿈 이야기(북한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자원을 에너지로 만드는 자원순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

www.me.go.kr

32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관련 기관에서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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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연수원 지원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일반인

자연환경연수원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체험환경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환경교육 시설입니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전국의 9개 자연환경연수원은 지역별로 자연생태 자원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교육

환경리더십, 평생학습, 재능기부, 가족힐링, 녹색꿈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설을 모두 갖추고 유아나 초·중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한 자연환경연수원에는
숙박시설과 자연사박물관, 암석원, 식물원, 천문대, 야외교육장, 첨단교육시설 등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주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환경인형극, 신재생에너지 체험, 녹색캠프, 지역체험 캠프, 제주 녹색사관학교, 숲속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숙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연환경연수원 교육문의

학습원마다 1박 2일, 2박 3일 형태의 숙박형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원당
연간 1,000~4,0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 대부도

강원도 자연학습원 : 치악산

문의처 : 032-886-2915

문의처 : 033-731-1600

대전만인산푸른학습원

강원도
경기도

환경과 리더십, 산림체험, 환경골든벨, 목재체험, 수서동물 및 식물학습 등 ‘환경과 친구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042-270-8660

문의처 : 043-833-8005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룡알화석산지, 시화호조력발전소 등의 현장체험학습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레저활동, 갯벌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 속리산

대전 만인산푸른학습원 : 만인산

경상북도
문의처 : 063-323-0380

체험 등의 환경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자연학습원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 병풍산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 금오산
문의처 : 054-440-3274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 덕유산

전라남도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 지리산
문의처 : 055-254-4033

문의처 : 061-381-8361

빈그릇운동, 자연모험놀이, 수서곤충 관찰과 수질오염측정, 치악산 자연관찰 등의 체험학습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 한라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문의처 : 064-722-9401

자연탐사오리엔티어링, 야간환경체험, 자연모험놀이, 지구온난화체험, 자연물놀이체험 등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생명의 숲 탐사, 자연사박물관 견학, 기후변화특강, 자연과 하나되는 명상, 덕유산 청각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원이 설립 초기연도에는 지리적 특성상 이동에 따른 부담 등으로 유아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아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아 대상 교육이 확대되고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있습니다.

토양과 환경, 지렁이와 생태계 등의 환경특강과 수생식물관찰, 환경골든벨, 숲속탐방 등의 체험

유아 대상 환경교육은 대부분 당일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물이나 각종 환경교육 교구 등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수원 당 연간 교육 인원은 약 1,000~4,000여 명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정도입니다.

청소년환경지킴이, 환경동아리교실, 찾아가는 환경학교, 숲체험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또한 유아동반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탐사(대전만인산푸른학습원), 웰빙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경남환경교육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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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대상|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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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도서 공모전
|대상| 출판사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은 전국의 환경교육 관계자와 학생, 일반인들이 환경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양질의 환경도서를 널리 알려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도서에 대한 출판사의 출판 의욕을 고취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하고자 1993년부터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환경교육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환경교육한마당’과 환경부 주최의 ‘대한민국

도서 출품량은 매년 증가 추세로 출판사와 저자, 독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고조되었음을 알 수

환경교육축전’이 2018년부터 민·관 협력 행사로 통합되면서, 규모와 영역이 더 크고 넓어졌습니다. 이를

있습니다.

통해 민과 관,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 영역이 통합되고, 체험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수릉원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
교육청, 지자체, 지역환경교육센터, 민간단체 담당자 등 관련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가 모여

질적으로 풍부해진 우수환경도서
초기 환경도서 출품작의 내용은 자연생태로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이슈가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의 형태와 사양도 다양해졌으며 일부 출판사
에서는 친환경 재생지를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교육 정보를 교류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대상별로 구분하여 우수환경도서 선정
환경교육 체험한마당

심사는 유아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청소년), 일반인용, 전 연령층용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환경교육 콘텐츠와 사업 성과를 전시하고 체험 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의 적합성, 활용성, 디자인 등 다방면의 심사기준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

그램을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심사위원이 우수환경도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개 부스 등을 펼쳐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볼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도서는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그림이나 독창적인 기획력으로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
하기에 충분한 환경도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학술마당
환경교육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그동안 연구·조사하고 실천한 다양한 주제와 대상별 환경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환경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으로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수환경도서 선정 혜택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환경도서 선정 시 우수환경도서 상징 마크 사용허가, 우수환경도서 선정증 수여, 목록집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우수팀을 시상함으로써

제작·배포 등을 지원합니다.

환경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선정된 우수환경도서는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환경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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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도서는 매 짝수년도 5월경 출판사, 출판협회, 서점, 작가, 환경전문가, 언론인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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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후감 공모전
|대상| 전 국민

19

대한민국 환경교육

18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대상| 환경교육 관계자, 전문가

우수환경도서를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4편의

환경부는 한·중·일 3개국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 Tripartite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우수환경도서 공모전과 함께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TEEN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3국의 환경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2000년부터 매년

대상별로 구분하여 수상작 선정

3국이 교대로 TEEN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의 충실성,
표현의 적절성, 친환경실천의지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전문 심사위원이 개인 및 단체별로 독후감

지속적으로 3국의 협력사업 발굴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한·중·일 청년대표들이 모이는

독후감 우수작은 모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TEMM 청년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3국의 환경교육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자 정부 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독후감 공모전 추진 현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합계
접수

2011
수상

71,426 414

2012

2013

접수

수상

접수

수상

1,925

32

7,578

78

접수

수상

2014
접수

18,958 108 14,010

2015

2016

수상

접수

수상

48

15,779

45

접수

수상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홈페이지 teen-temm.net

13,176 103

주요 환경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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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3국 공동프로젝트도

39

기타

이밖에도 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캠퍼스 지원(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교육과정 운영대학)
문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신기후체제대응팀
환경 문화예술 지원사업(환경영화제, 환경뮤지컬 등)
문의: 환경부 대변인실 시민소통팀
환경교사 연수과정(교장, 교감, 환경·과학교사 대상)
문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초·중등교원 연수과정(여름방학 기간 중)
문의: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아교사 환경 연수과정(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문의: 환경부 정책기획관실 환경교육팀
생물다양성교실, 생물자원교실 및 캠프 등)
문의: 국립생물자원관
생태진로체험 및 캠프, 에코리움배움터 등

환 경/ 교/ 육/ 의/ 추/ 진/ 방/ 향/

20

문의: 국립생태원
백두대간 생태학교, 주니어레인저 등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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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성과

대한민국 환경교육

1

2
앞으로의 추진 방향

환경교육이 탄생한 이래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교육이 시행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는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정상화’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환경교육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었습니다.

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정상화

진흥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에서는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전략

하여 지역 내 환경교육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기준을

1.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
2. 국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환경교육 실현
3. 환경교육 관련 기관.제도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마련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통해 일정한 역량을 갖춘 지도사가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학교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꿈꾸는 환경학교, 환경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사회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민간

목표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분야의 주체들이 역량을 키울 수

1

2

3

4

국가 환경교육
체계 확립

학교 환경교육
정상화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기반 강화

1. 국가 환경교육체계
마련 및 주체별 역할
정립
2. 환경교육정책 성과
평가 체계 마련
3. 환경교육 핵심
주체별 네트워크
구축

4. 학교 내 환경교육
교과과정 확대
5. 학교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내실화
6. 학교 환경교육 인식
제고

7. 사회 환경교육 지원
체계 개편
8.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제고 및 다양화
9. 사회 환경교육 제도
개선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과제

이처럼 환경교육은 짧은 기간에 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교육 체계 확립과 기반 강화,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0. 환경교육 기반
(법령 등) 정비
11.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12. 환경교육 홍보
강화

앞으로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환경교육의 질과 양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국민이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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