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환경⋅생태교육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87.4%

세부사업명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8.3%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완 료 104.4%
환경교재 “빛고을 
초록사랑” 보급 완 료 299.3%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완 료 116.6%

1. 목 적

  ❍ 환경생태교육을 통하여 환경 실천 보전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 및 예방능력 함양

  ❍ 생태교육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생태 인문학적 소양 및 심미적 감성 역량 제고

2. 주요내용

  ❍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지원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환경교육교재 “빛고을 초록사랑” 보급

  ❍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6교 6교 6교 12교 6교 18교 6교 24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17교 17교 17교 34교 17교 51교 17교 68교

환경교재 “빛고을 초록사랑” 보급 39교 39교 38교 77교 38교 115교 39교 154교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2팀 2팀 2팀 4팀 2팀 6팀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공약달성율 세부사업별 공약추진율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운영학교수 5교 26교 83.3%

109.1%

108.3%

157.1%

완 료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학교수 16교 71교 94.1% 104.4% 완 료

환경교재 “빛고을 초록사랑” 보급 보급학교수 보급완료 461교 - 299.3% 완 료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지원팀수 3팀 7팀 150% 116.6%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45,000 45,000 45,000 45,000 180,000

자  체 182,000 190,000 190,000 190,000 752,000

계 227,000 235,000 235,000 235,000 932,0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45,000 80,000 73,670 34,000 232,670

자  체 182,000 225,000 81,670 93,700 582,370

계 227,000 305,000 155,340 127,700 815,040

확보비율(B/A) 100% 129.7% 66.1% 54.3% 87.4%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43,350 72,500 73,670 34,000 223,520

자  체 180,350 217,500 81,670 93,700 573,220

계 223,700 290,000 155,340 127,700 796,740

집행비율(C/B) 98.5% 95.1% 100% 100% 97.8%

4. 추진실적 및 성과

  ❍ 환경·생태교육 지원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친환경 생태학교 6교
(초 4교,중 1교,고 1교)

9교
(초 9교)

5교
(초4교,중1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17교
(초 13교, 중 1교, 고 3교)

21교
(초 12교, 중 5교, 고

4교)

16교
(초 4교, 중 6교, 

고6교)
환경교재(빛고을초록
사랑)1) 발간 ․보급

전체 학년군 발간 ․
보급 (155교)

전체 학년군 보급 
(155교)

전체 학년군 보급 
(155교) 

환경교육교사연구회 2팀
(초 1팀, 중 1팀)

2팀
(초 1팀, 중 1팀)

3팀
(초 2팀, 중 1팀)

    - 친환경 생태학교 지원: 생태연못조성, 야생화단지 및 수생식물 화단조성, 환경체험 교실, 

에코교실 등 운영지원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단위학교에서 친환경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화 및 

보호활동, 환경동아리 운영, 친환경 생태교육 교원 연수 추진, 다가치그린 등

    -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지원: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 및 활용방안 모색

    - 환경교육교재 개발(보급) 확대: (초등,155교)“지속가능한 지구, 빛고을 생활”,(중등,160교)

“지구를 위한 마지막 시간”

  ❍ 광주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운영: 2월,6월,8월,12월 기후위기대응 체제 협력 강화
5. 우수 사례

  ❍ 학생 주도적 환경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 2021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 구성·운영

1) 환경교재(빛고을초록사랑):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발간 보급하는 환경교육 교재



     ▸ 초·중·고 학생 동아리 실천 : 74교, 100개팀, 학생1,056명, 교사110명

     ▸ 기관과 학부모 실천 : 14기관 151명, 학부모네트워크 18개 권역

    - 실천단 활동을 교육영상으로 제작하여 운영 사례 나눔 확산

    -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확산

  ❍ (중등)환경교육교재 신규 개발하여 학교급별, 맞춤형으로 발간·보급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역점사업으로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 2021 찾아가는 기대지수 생태교육 운영

     ·초 25학급(50시간), 중 20학급(40시간)(21.5.~10.)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자원순환(쓰레기), 학교 숲 등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업담당자 협의회 및 업무담당자 연수 운영

    - 2021 수업담당자 협의회:  2회[2021.11.4.(목), 2021.11.11.(목)]

    - 2021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1회[(2021.10.28.(목)]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21년 2 19 4

<21년 참여 실적>   

  ❍ 2021년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교육의 방향」 현장 맞춤형 연수 개최(2월)

  ❍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설명회 (5월)

  ❍ 유관기관협력 사업 추진

    - 농업기술센터(학교 친환경 텃밭 조성사업 협의 1월)

    -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등과 연계한 강의 추진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활동>

   � 찾아가는 기대지수 생태교육

    -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속 생태환경교육전문 강사가 신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 실시

    - 동곡초 등 6개교 21학급 상반기(~5월) 운영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자원순환(쓰레기), 학교 숲을 주제로 실시

   ‚ 찾아가는 E.S.D(지속가능발전교육)
    -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소속 환경교육전문 강사가 신청 

학교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시
    - 상반기 중·고교 22차시 진행

❍ 언론, 방송보도: 19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 출범(뉴시스등 17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자공고 옥상에 햇빛발전소 세워진다(다음뉴스등 2회)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운영 및 방송 영상 제작, 유관기관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 홍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8. 향후 추진계획

  ❍ 2021 녹색생활실천활성화 사업 지속적 지원 예정 

  ❍ 기후위기 대응 교육정책 운영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기존의 환경보전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환

경교육의 실천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기대지수 생태교육 운영은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물, 공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등 생활환경 중심의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함.

주관 시민참여담당관 기후환경협력담당 최종순(380-4817) 담당자 이상미(380-4819)

협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정 조정아(600-9611) 담당자 민경민(600-9614)

중등교육과정 양대권(600-9641) 담당자 양대권(600-9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