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명 � ‘경계를 허문 청소년 환경교육활동’으로 기후위기에 맞서다.

공모분야 � 적극행정 부서명
(주관)� 농생명_농생명활동부
(협업)� 농생명_활동운영부

� BP(Best� Practice)� ‘체험과 실천을 아우르는 환경교육 수요 선제 대응으로 적극행정 실현’
� ￭‘여가부+교육부+환경부’� 범부처 협업 기여(제3차 환경교육종합추진계획)
� ￭[체험]�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교육활동 운영(총119회,� 31개교,� 연6,284명)
� ￭[실천]� 전국 청소년 탄소중립 가치 행동 운영(탄소배출절감 2.0t� 목표 추진 중)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ㅇ� (범국가)�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청소년기후행동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 제도적 반영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기후위기 ‘정책요구안’
‣정부 대상 ‘헌법소원’

‣청소년 환경학습권 보장
‣전국교육감 협의회(`20.7.9.)

‣제3차 환경교육종합추진계획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
‣탄소중립학교 운영 도입

� ㅇ� (교육계)� 인력 및 역량 부족 →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요구

� ㅇ� (KYWA)� 체험-학습 융합 → 청소년활동 지평 확장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

□ 주요 내용

① 장기적 관점의 사업 계획(`20.07.~`21.03.)

추진 내용 주안점 협업 주체

ü 국립청소년시설 환경교육사업 구상 및 제안
� � (KYWA� 3色 환경교육사업) 사업 타당성 검토

활동사업미래TFT
(2020년)

ü 현장 수요 반영(전문가 자문)
ü 기존 사례 조사(기존 문헌 연구)

사업 차별화 추진
전라북도교육청,
김제교육지원청

� 시사점:� ‘다채로운 주제로 운영되는 정기형 환경교육 필요’

② 청소년 환경교육 커리큘럼 개발(`21.01.~03.)

추진 내용 주안점 협업 주체

ü프로그램
집대성

� 신규4종
+

� 기존4종

‣환경교육 주제
� 다양성 확대
-주제확장:� 5개 영역
-프로그램 확충:� 8종

전북지방환경청
(전문강의 지원),
전북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프로그램 자문)

ü교구개발

ü활동지
� � 개발

‣커리큘럼 차별화
‣연속성 강화
‣교원 업무 경감
� (텃밭교육 대체)
‣고객만족도 향상

㈜씨더스,
완주힐조타운
관광농원,
전북지속가능
발전협의회LED식물재배기 굼뱅이새싹삼키트 자체 워크북



③ 체험-학습 융합형 다 회차 청소년 환경교육 운영(`21.02.~08.)

ü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교육활동’

질적
성과

‣교육현장 수요 대응 → 국가환경교육 협업 체계 기여
‣체험-학습 융합 시도 → 국립청소년시설 사업 지평 확장
‣차별화된 환경교육 기회 확대 → 청소년 환경감수성 증진

ESG� 경영
근간 마련

(KYWA� 최초)

양적
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환경교육 기회 확대
� � *운영실적:119회 /� 31개교 /� 연6,284명
� � *동기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교육 대비 약2.8배 운영
‣지역사회 균형 수혜 확대(전북 내 10개 시군에 고른 운영)

상반기 내
배려사업 목표 80%�

달성 견인
(국립시설 유일)
*경영진 지시사항

� 보완점:� 교실 중심의 한계 → 체험과 실천을 아우르는 활동 요구

④ 전국 청소년 탄소중립 가치 행동 운영(`21.11.~12.)_추진 중

ü ‘환경감수성 키우미,� 탄소중립 이루미’

질적
목표

‣청소년 환경감수성 증진 → 탄소중립 사회 근간(탄소중립 이슈 대응)�
‣모바일 App� 활용 → 청소년 참여 확대 +� 비대면성 강화
‣상반기 환경교육활동의 교실 중심 한계 극복

양적
목표

‣탄소배출 절감량:� 2.0t(App� 내 활동인증 기록 기반 산출)
‣민관협업 기반 예산 절감:� 4천만원(App� 개발비_얼씨주식회사)
� � *탄소배출 절감량 산출을 통해 기존 불가시형 캠페인과 차별화

□ 기대 효과

� ㅇ� 전국 탄소중립학교 청소년 대상 적극행정 확대(102개교,� 5만여명)

� � � -� 교별 1천만원 예산 외 지원 미흡 → 국립청소년시설의 역할 요구

� ㅇ� 적극행정을 통한 ESG� 경영 모델 사례화

Ⓔnvironment Ⓢocial
환경교육활동 탄소중립 가치 행동 사회공헌활동

ü 총 31개교,� 연6,284명
ü 도내 10개 시군
� � � (`21.02.~08.)

ü 탄소절감목표:� 2.0t
ü 참여목표:� 2,000명
� � � (`21.11.~12.)

ü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ü 사회공헌기금 기부
� � � (~`21.12.)

Ⓖovernance
ü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ESG� 경영 파급력 강화(상기 대외 협업 7개 기관)

□ 성과 확대방안

내부
(1안)� 미래환경센터 주축 사업 추진 모색(~`22년 상반기)
(2안)� 활동운영본부 주도 국립청소년시설 사업 확대(~`22년 1/4분기)
� *(본원 협조)�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관계기관 협업

KYWA
대표
신성장
사업화외부

(1안)�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학교 지원 확대
(2안)�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와 협업을 통한 사업 전문성 강화



참고  청소년 환경교육활동 추진 현황 및 언론 보도

[체험]�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교육활동(`21.02.~08.)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전주 정읍
학교 3 4 10 1 2 4 2 1 1 3
횟수 6 6 47 5 8 14 8 5 6 14
연인원 415 242 1,616 455 304 539 1,189 450 786 288

[실천]� 전국 청소년 탄소중립 가치 행동(`21.11.~12.)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친환경 실천

�

<탄소절감 목표 달성> <사회공헌기금 기부>

- 특 장 점:� 청소년 호응 및 참여 확대

- 협업대상:� 얼씨주식회사 ‘지구공’App

- 예산절감:� 약4천만원(개발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홍보영상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