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 환경놀이터「유아환경교육관」 

유아대상 교육신청 안내

1. 목  적

 □ 가치관 형성의 시작단계인 유아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친환경 의식 형성 유도

 □ 유아전문 환경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 및 올바른 

환경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마련

2. 개  요

 □ (운영현황) 수도권, 충남권, 충북권 총 3개소에서 각 권역별로 운영 중

구분 수도권 충남권 충북권

운영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

교육관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회관 과학관 2층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문의전화 02)3407-1572 041)572-2572 043-230-3376∼7

 □ (운영방법) 권역별 유아환경교육관에 방문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소속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운영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 (교육대상 및 인원)

구분 수도권 충남권 충북권

교육
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유아교육기관
만 3∼5세유아

충남세종지역
유아교육기관
만3∼5세유아

충북인근지역
유아교육기관
만 3∼5세유아

교
육
기
간

상
반
기

3월∼7월 3월∼7월 3월∼7월

하
반
기

9월∼12월 8월∼12월 8월∼12월

교육
인원

교육형
“환경탐구교실”

관람·체험형
“환경나들이”

탐방형
“숲속환경교실”

15∼20명 20명내외
20명내외 50명이내 50명이내

교육
시간

․오전(월∼금)
10:30∼12:00
․오후(화, 수)
1:30∼3:00

․1차:10:00∼11:00
․2차:11:20∼12:20
․3차:13:30∼14:30
․4차:14:50∼15:50
․5차:16:50∼17:50
※5차는개별관람진행

․1차:10:00∼11:00
․2차:11:20∼12:20
․3차:13:30∼14:30
․4차:14:50∼15:50
․5차:16:50∼17:50
※ 5차는개별관람진행

․오전 (화∼금 )
10:30∼12:00

․오후(수, 목)
1:00∼2:30

․오전 (월∼금 )
10:20∼12:00

․ 오후(화, 목)
1:00∼2:40



 □ 교육 신청학급 담임교사 대상 사전교사 연수 

  ❍ ‘17년부터 사전교사연수 의무제 시행, 교육예약 확정기관의 인솔교사는 

연수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교육신청 예약 취소 

3. 교육신청 안내

 □ (교육신청기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하반기 : ‘17. 7. 21(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 (충남권) 충남 인근

   - 하반기 : ‘17. 7. 18(화) 오후 3시부터 선착순 접수

  ❍ (충북권) 충북 인근

   - 하반기 : ‘17. 8. 3(목) 오후 3시부터 선착순 접수

 □ (교육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을 통한 접수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로그인

환경교육

신청

유아환경

교육관

권역별 교육관

교육신청 메뉴

 ※ 해당지역 유아환경교육관 신청메뉴를 선택하여 교육신청



공
통

탐구교실

알아보기,

전시관 체험

맞이하기, 인사나누기, 환경놀이터에 구성된 환경 알아보기

멸종위기 동물 발자국 도장 찍고 관찰하기, 동물의 집 찾아주기,
건강한 음식 분류하기, 전기발전 자전거 등 콘텐츠 자율체험

선

택

(택1)

자

연

환

경

동물
만3세:배고픈 애벌레

만4세:나비를 만났어요

만5세:사라져가는 동물들

생

활

환

경

에너지 만4,5세:다양한 자연에너지

토양
만3,4세:흙의 청소박사 지렁이

만5세:내가 만든 꼬마화분

기후
변화

만3,4세:빙하가 녹고있어요

만5세:투발루를 구해줘

식물
만3세:자연물 팔레트

만4세:식물이주는소중한선물

만5세:나무야 고마워

자원
만3세:재활용품 비석치기

만4세:나는야, 환경지킴이

만5세:다시 태어났어요

물
만4세:물소리를 만들어요

만5세:자연물 정수기
소리 만3,4,5세:어디에서온소리일까?

공기 만4,5세:미세먼지가 무엇일까? 식품 만4,5세:진짜,가짜 바나나우유

환경나들이
알아보기

맞이 및 인사나누기, 환경나들이 지도를 보며 체험 시 만나게 되는 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스탬프투어 방법 알아보기

나들이전
- 나들이 가방을 준비해요
- 나들이 지도 알아보기

- 무엇을 타고 갈까요?

나들이중

<자연 속 감각 나들이>

- 자연 속 오감상자를 찾아요

- 태양, 공기, 물, 바람

- 환경친구를 만들어요

- 향기가득한 길을 걸어요

- 자연이 주는 선물을 먹어요

<자연학습 나들이>
- 숲 속 미끄럼틀 타러가요
- 어떤 친구의 발자국일까요?
- 깊은 산속을 탐험해요
- 동물친구들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 찰랑찰랑 물놀이해요
- 땅 속 동굴을 탐험해요

자연과 도심을 잇는 터널

<도심 속 나들이>

- 좋은 소리, 불편한 소리를 들어보아요
- 하천이 아픈 이유를 알아보아요
- 잠들이 못하는 도시를 경험해요

- 공기가 힘들어해요

- 친환경 에너지마을로 가요

나들이후

<환경지킴이>
- 누가누가 잘 분리하나요
- 환경을 지켜주세요
- 깨끗한 내 손을 만들어요
- 배려하는 마음을 읽어요

<자연과약속하기>

- 가로수 나무와 약속해요

- 놀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 환경나들이 앨범

4. 교육프로그램 개요

 □ 수도권 유아환경교육관 프로그램

  ❍ 교육형 “환경탐구교실”교육 프로그램 (1회 90분)

  ❍ 관람·체험형 “환경나들이”프로그램 (1회 60분)



생태탐방로 구릉지, 바위, 풀밭 등 지형이나 토양을 활용한 놀이 및 공간 체험

생태놀이터 자연재료 및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놀이기구 및 시설물 체험

생물학습원 곤충호텔, 먹이대, 새집, 풀밭 등 다양한 생물 관찰

편의시설 자연과 더불어 휴식이 가능한 공간

  ❍ 야외탐구시설 프로그램 (1회 60분)

 □ 충남권 유아환경교육관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1회 90분)

봄

봄꽃 색깔 찾기 관찰활동

개구리알 관찰과 개구리 먹이사냥 놀이 신체활동

개구리 만들기 창의력활동

여름

같은 나뭇잎 찾기 관찰활동

곤충 찾아보고 곤충처럼 걷기 신체활동

곤충 만들기 창의력활동

가을

다양한 열매찾기 관찰활동

도토리 굴리기 신체활동

자연의 밥상 창의력활동

겨울

로제트 식물의 지혜 관찰활동

다람쥐의 겨울나기 신체활동

자연물로 눈 결정체 만들기 창의력활동

자연과

더불어

살기

녹색댐 실험 관찰활동

물의 순환놀이 신체활동

생물과 무생물 창의력활동

소리

숲의 소리듣기 감성활동

딱따구리 먹이찾기 감각활동

숲속 브레멘 음악대 창의력활동



도입 인형극관람

- 유아환경교육관 도착

- 멸종위기동물인형극 관람

- 동영상 감상

- 안전교육-소방대피훈련

1.환경감수성과

윤리의식증진
15

(기본)

프로

그램

Ⅰ

(예비교사

대상

프로그램동

일)

멸종위기동물관

자율체험

- 멸종위기동물이 무엇일까? 왜 사라지고 있을까?

- 멸종위기동물 그림자 맞추기, 발자국 도장찍기,

자석퍼즐 맞추기, 미디어테이블에서 멸종위기

동물 만나기, 그림자동물극장에서 인형극해보기,

발자국따라 걸어보기, 멸종위기동물 먹이 찾기

2.환경구성이해 25

박제및사진

전시관관람

- 황새 주제 시 황새박제전시관 관람

- 수달 또는 늑대 주제 시 수달·늑대 전시관 관람
2.환경구성이해 15

청람황새공원

방문

-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황새를 직접 관찰

- 숲에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3가지 이야기하기

- 황새를 직접 보고 난 후 궁금한 점 질문하기

(황새생태연구원 직원의 협조)

- 황새처럼 걸어보기

- 황새가 되어 꼬불꼬불 징검다리를 점프하여

건너기

1.환경감수성과

윤리의식증진

2.환경구성이해

35

프로

그램

Ⅱ

환경기념일관

자율체험

- 쌓기영역(자연물 블록을 활용하여 멸종위기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보기)

- 미술영역(라이트테이블에 비춰진 멸종위기동물

따라 그려보기, 나뭇잎 잎맥 관찰하기, 재활용 집

꾸미기)

- 수․조작영역(유아환경교육 자료 활용, 멸종

위기동물 퍼즐 맞추기)

- 언어영역(멸종위기동물관련 동화책 읽기)

- 과학영역(곤충표본 관찰하기, 곤충경 사용해

보기, 다양한 열매소리 들어보기)

2.환경구성이해 30

박제및사진

전시관관람

- 황새 주제 시 황새박제전시관 관람

- 수달 또는 늑대 주제 시 수달·늑대 전시관 관람
2.환경구성이해 15

온새미로소리방

자율체험

- 일회용품을 재활용하여 동물 소리를 표현하는

악기 만들기(공통프로그램-자원과 에너지 ‘일회용품!

재사용 할 수 있어요’)

- 샌드아트를 통해 멸종위기동물의 서식지를

꾸미고 그에 맞춰 극활동 하기(일회용품으로

만든 악기를 극활동에 사용)

- 푸른 지구 수비대 핸드벨 연주하기

1.환경감수성과

윤리의식증진
30

프로

그램

Ⅲ

(실외)

숲체험‘자연물

팔레트’와자연물

활동

- 숲에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이야기하기
- 확대경으로 곤충과 식물관찰하기
- 낙엽, 풀 등을 이용하여 멸종위기동물 표현하기
(공통프로그램-자연환경 ‘자연물 팔레트’)
- 빙글빙글 먹이 찾기
- 도꼬마리로 과녁 맞추기
- 열매 던져서 망에 넣기

1.환경감수성과

윤리의식증진
30

 □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1회 100분)



- 층층 나뭇잎 뒤집기 게임
- 그 외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지건통활용
- 반으로 가른 지건통을 여러 유아가 이어서
공을 옮기는 협동활동

4.지속가능발전을

위한생활실천
10

박제및사진

전시관관람

- 황새 주제 시 황새박제전시관 관람

- 수달 또는 늑대 주제 시 수달·늑대 전시관 관람
2.환경구성이해 15

빗물저금통

(여름활동)

- 빗물저금통에서 빗물받아 식물에 물 주기(공통

프로그램-환경문제 ‘자연물 정수기’)

- 빗물저금통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빗물로 식물에 물을 줘보기

3.환경문제인식

및대처
20

프로

그램

Ⅳ

박제및사진

전시관관람

- 황새 주제 시 황새박제전시관 관람

- 수달 또는 늑대 주제 시 수달·늑대 전시관 관람
2.환경구성이해 15

천연색소로

손수건염색하기

- 천연색소와 인공색소에 대해 알아보기

- 천연색소로 손수건 염색하기

4.지속가능발전을

위한생활실천
30

빙하가녹고있어요

- 곰곰이와 함께하는 지구 온난화 이야기 영상

시청

-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지구 온난화 게임하기(북극곰 팀과 지구 지킴이

팀으로 나누어 얼음이 녹지 않도록 실외 미로

원에 숨겨져 있는 카드를 찾아서 분류하기)

3.환경문제인식

및대처
30

프로

그램

Ⅴ

(2017

하반기

예정)

종이안쓰는날

- 나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무로 무엇을 만드는지 알아보기

- 나무를 심는 팀과 나무를 베는 팀으로 나누
어 시간 비교해보기

4.지속가능발전을

위한생활실천
25

불끄는날

- 암흑 공간 체험하기

- 빛과 전기의 소중함 느끼기

- 태양광 랜턴 만들어 동티모르로 보내기

5.지속가능발전을

위한시민의식

증진
20

태양열조리기

(여름활동)

- 태양열 조리기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태양열 조리기로 데워진 물의 온도 재보기

4.지속가능발전을

위한생활실천
10

‘세계산의날’

나무방활동

- 나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 다양한 나무 탐색해보기

- 나무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습 표현해보기

3.환경문제인식

및대처
20

마무리
생활실천

약속하기

- 푸른 지구 수비대 노래 불러보기

-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 주제별 결과물 나눠주기

5.지속가능발전을

위한시민의식

증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