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사)환경교육센터는
이렇게 활동하려고 해요!!

도봉구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와 생활 속 환경실천을 위해 운영하는 구립환경교육센터

입니다. (사)환경교육센터에서 2004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숲, 하

늘, 습지의 동물과 식물들을 만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중점사업> 
<중점사업> 

<중점사업> 

<중점사업> 

통합형 환경교육  모델 발전시키기 

도봉구 청소년 환경봉사단 운영

소외계층과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가족단위 프로그램 강화

남이섬 생태 문화 안내자 양성 과정

교육

문화

네트워크

시민

푸름이 유아환경교육 지정원 2013년 신규 회원모집 안내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회원 안내

가족프로그램 개설 - 가족생태학교 

계절학기 개설  

전화 031-580-8123 / www.ecoschool.or.kr / 위치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 내

전화 02-735-8677 / facebook  http://www.facebook.com/#!/keecenter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역 4번 출구 인근

전화 031-8016-1192 / www.snpark.net / 위치 경기도 성남시 화랑공원 내

과거-현재-미래의 소통; 환경교육 History Factory   

환경교육가와 운동가 인력개발(HRD) 교육과정개발과 운영 

국제흐름 반영한 "물" 주제교육 전문화와 확산

발행처 (사)환경교육센터   발행인  이대형   발행일  2013월 2월 5일   편집인  장미정   편집위원  정경일, 임윤정, 김영선, 김룻, 문홍은   디자인  강주연

주소  (11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74번지 강마을삼성@ 상가 3층   전화번호 02-735-8677   홈페이지 http://edutopia.or.kr   제27호 환경교육전문기관인 (사)환경교육센터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아시아교육공동체를 위한 리더십과 브릿지 사업 구체화

‘나 그리고 자연’을 모토로 (사)환경교육센터와 (주)남이섬이 협력하여 2006년 문을 열었습니
다. 계절별 환경체험, 다양한 환경캠프를 통해 환경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전달하
고 있습니다.

나눔+교육, 봉사+교육, 문화+교육을 기조로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모집하여, 환경주제에 다른 토론 및 토의를 한후, 주제에 맞는 도봉구 환경관
련 시설 탐방·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는 환경시설 맵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체험을 통해서 교우
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봉구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서
적인 안정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치유와 연계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원, 숲, 둘레길, 하천 등의 자연체
험과 자연물 이용한 염색 및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자연체험
교실을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
입니다. 

집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란다 텃밭, EM활용, 전기사용패턴 
점검, 친환경제품 사용하기 등 다양
한 프로그램 참여 및 지도를 통해서 
친환경 생활이 정착 되도록 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전문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 숲, 생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

상으로 생태 안내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생태교육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상

상력”을 주제로 어린이 생태 건축학교, 어린이 농

부학교, 어린이 숲 해설가, 어린이 자연 요리사 등

을 운영합니다.

성남시의 생태교육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과 공유, 공감되는 생태예술 (미술, 조각, 연극 등/

생태교육비엔날레)을 통하여 생태도시 성남의 위상

을 높이고자 합니다.  

생태, 교육, 문화의 발전에 핵심은 공유의 정신이며, 학습원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다

양한 역량을 가진 단체, 기관의 연대를 통해 발전적인 모델과 즐거운 만남, 가족 같은 생태도시 성남

을 만들고자 합니다. 너나들이 중심에 학습원은 연결고리입니다.

‘푸름이 유아환경교육 지정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유아-교사-

학부모를 위한 환경교육 내용과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아교육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모집시기 : 2013. 2. 1(금)부터 상시모집

문      의 : 김룻 간사  ☎ 02-735-8677

업무분야 
문서 정리 작업(기본 엑셀작업), 회원 우편물 포장과 발송 작업, 사진 촬영, 문서 편집, 웹디자인, 삽화 등

환경교육센터의 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할 여러분의 소중한 재능을 기다립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성남시민, 관람객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생태에 대한 이해와 생활과의 접목, 실천의 중요성을 만나

게 하려 합니다. 생태시민강좌, 생태시민여행, 생태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회원 정보(변경, 신규)를 알려주세요.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회원정보는 회원님과 센터간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서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
도록 꼭! 연락주세요.

회원님들의 소식지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님 중 <함께사는길>에서 유아 및 어린이대상 <어린이환경놀이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환경교육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나 해당 월에 회비가 출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화합과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도모하고 친환경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가족 생태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했

습니다. 가정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생

활환경교육, 남이섬 강변길 걷기, 에코밥상 차리기 등이 

3월부터 매월 시행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의 협동심과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시

키는 방학 특별프로그램이 올해에도 개설됩니다! 여름

에는 생태놀이, 천연제품 만들기로 꾸며지며 겨울방학

에는 남이섬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관찰하는 프로그램

이 마련됩니다.

환경교육가 학교, 환경운동가 학교의 기반을 만들

기 위하여 신입 활동가와 중견 활동가, 그리고 시민

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입니다. 이에 

(사)환경교육센터는 “물”을 주제로 유아와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한 교재와 교구를 개발하고, 찾아가

는 물 환경교실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물 전문 지

도자를 양성하여 물 주제교육을 더욱 전문화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환경파괴와 개

발과정을 겪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환경

운동단체의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아시

아 지역의 활동가들의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아시아 지역의 환경현안을 이해하고, 아시아 시민

사회 리더들의 국제연대활동역량과 환경현안의 대

응력을 강화하는 MEP(Mother Earth Project)가 

올해 시행 계획중입니다.

사
무
국

도
봉
환
경
교
실

남
이
섬
환
경
학
교

판
교
생
태
학
습
원

1.

2.

3.

2013

제27호

2월



(사)환경교육센터 신간 소개

소식지 개편에 따른 안내!

새로운 회원이 되어주신 
권정희, 김호영, 남미리, 노현기, 박평수, 송현주님

 환영합니다!! 

12월, 1월 환경교육센터의 착한 손 이경래, 이주희, 이은영, 우영미, 
서은경, 김혜진, 박효진(코루통디자인), 강주연 님 감사합니다

회원의 눈으로 만나는 생명이야기 

★ 환경교육운동가를 만나다 

 (사)환경교육센터 기획 · 장미정 글

‘환경교육운동가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환경교육 운동가

가 되었는가?’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들을 직접 만

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환경교육운동史

(사)환경교육센터 기획 · 장미정, 심현민, 정경일 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환경교육과 환경교육 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시대별 특징에 따

라 살펴봅니다.

★ 어린이 환경놀이책 ‘환경아, 놀자’ 41호

이달의 주제 : 우리 집, 우리 마을 

내가 우리 가족과 사는 우리 집에서부터 지구촌의 모든 친구가 

사는 집인 지구로 이어지는 재미난 이야기!

<어린이환경놀이책>은 격월로 발행되며

1. [유아교육기관] 푸름이 지정원 가입 

2. [단체나 기관](10명 이상)의 구독 신청 

3. [새싹회원]가입(연회비 3만원 이상)을 통해 구독 가능합니다.

<2013년 ‘어린이환경놀이책’ 연간계획표>

따끈따끈한 신간이 12월 발간되었습니다!! 

글/사진 박민영

(사)환경교육센터 2012년 12월 결산보고그리고 12,1월 회비 납부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려요!! *^^*

새싹회원

나무회원

숲 회 원

평생회원

기 업

단체회원

(사)환경교육센터가 새해를 맞아 소식지를 개편합니다! 

3월부터는 기존의 지면소식지 비중을 줄이고 웹 소식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웹의 장점을 이용해 더욱 더 알차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더불어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자하는 교육센터의 고민이 반영된 선택이니 회원님

들 역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거라 기대해요! 

앞으로 더욱 풍성한 내용들로 여러분을 찾아갈 웹 소식지 많이 이용해주세요!!

강유신 강현경 김다경 김민수/김명수 김민영 김재형 김휘준 박가영 박순애 박승찬 박유하 박희인 서재명 송세한 송예지 

송한빈 신동희 심정민 양미화 오광석 오명선 옥성희 유누리 유다은 유성민 유지연 윤희섭 이경재 이선주 이예진 이윤희 

이정숙 이지원 이현재 이호영 임동아 장원석 정수진 조수정 조연호 주지숙 차효재 한상훈 함수정/함다우

성산어린이집(고경희) 한울림(곽미순) 샘터유치원(김두임) 대진유치원(김영옥) 성수어린이집(김미경) 성덕어린이집(김현주) 

성일어린이집(박지영) 창원시립남산어린이집(박흠숙) 사당어린이집(임순화) 해바라기재능유치원(박용하) 홀씨이야기(양경

모) 진터마루어린이집(양금희) 물빛어린이집(엄서영) 지연유치원(이선희) 성모유치원(이혜경) 자연과 디자인(정태성) 조남희 

신촌어린이집(최병기) 성원어린이집(최윤숙) 

고동석 고소영 권혜숙 김광범 김동준 김래원 김명기 김유성 김은정 김인호 김철민 김희정 마은희 박미례 박민영 박태현 

서명숙 서주원 오재규(선명레이져) 윤석빈 윤선주 이대연 이미애 이성희 이승행 이시연 이재영 이재하 이진복 이태일 

임수연 정경희 정한철 정현미 조행신 주현재 최재순 한원형 홍현숙

곽미순(한울림) 김광범 민여경 박은경 오창길 오충현 이대형 이병준 이수종 장미정 정  철

고경택 고대현 고영연 고은경 곽원영 곽태성 곽혜영 구수정 구수진 구인숙 구재령 권동협 권은경 김경애 김국태 김덕성 

김동명 김두림 김명기 김묘정 김미숙 김민경 김민혜 김석봉 김성호 김성훈 김세용 김수현 김안나 김영선 김윤원 김은구 

김재석 김주홍 김지선 김진희 김향수 김현규 김혜진 김호영 김효진 김희경 남선정 마은희 마해미 문경식 박금자 박병삼 

박종권 박혜경 백경화 변현숙 서은정 서주원 설희순 손정아 송병일 송상용 송요권 송주영 송헌석 시원혜 신상익 신안나 

신원임 신정미 심문선 양은화 양진영 양혜윤 여수연 염형철 오수경 오수민 오숙희 오연숙 오윤정 우영미 원대한 유관호 

유태안 유향주 윤소영 윤애영 윤현숙 이강준 이계숙 이기영 이덕희 이동철 이  란 이범호 이선효 이성민 이수종 이시재 

이영남 이영자 이윤숙 이은영 이정아 이정원 이종석 이주갑 이주연 이주희 이지숙 이창국 이창현 이향숙 이현진 임양진 

임윤정 임지애 임혜선 임혜연 장매희 장미희 장서문 장이정수 장지은 전소영 정경일 정대수 정문정 정순자 정영숙 

정우진 정원철 정은교 정진영 정형균 조경현 조연근 조정희 조혜수 조혜진 주지은 지혜인 진주리 채욕경 최왕열 최윤정 

최은경 최임호 최재숙 하시내 한혜정 허민영 홍숙희 홍장미 황민영

세상의 색안경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

라보니 참 예쁜 생명이다.  

쓰레기통 옆에 살든, 쇠사슬 사이에서 

피어나든,  누군가의 고운 눈길 한번 받

지 않아도 초라해 지지 않고 측은하거

나 안쓰러운 감정 따윈 온 몸으로 거부

하는 참 당당하고 담담한 생명.

초록지 편집위원을 모십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초록지의 기획, 편집, 디자인 등 재능을 기부해주실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문    의 : 문홍은간사 edutopia@kfem.or.kr  

교육센터 새식구입니다 ^^ 환영해주세요!!

교육정책국에서 일하게 된 신입간사 강효주 입니다. 새내기의 싱그러움과 열정

을 안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원님, 사무실에 자주 놀러 오셔서 함께 해요 ^^

김 룻  간사 (유아교육 담당)

신정미 간사 (회계, 총무 담당)

강효주 간사 (교육기획 담당)

문홍은 인턴 (회원, 국제연대 담당)

윤세희 과장 (판교생태학습원 시민참여과)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김반장 마인드로 열심

히 뛰고, 감동으로 눈물 짓고, 기쁨으로 하하호호 웃는 한해가 되도록 화이팅!

신정미입니다. 이곳 활동가분들 뵙고 정말 존경스런 맘이 가득가득~ 저두 설레

임반 걱정반으로 힘차게 시작해볼랍니다^-^ 신입 활동가분들 모두모두 파이팅!!! 

막내입니다. 회원님들의 사랑 듬뿍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습니다. 키워주

세요!! 

판교생태학습원의 시민참여를 담당하고 있는 윤세희입니다. 어린이들이 환경 보

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생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

✴

전월이월액

회비

후원금

자체교육사업

환경학교

외부교육사업

기타교육사업

프로젝트사업

교재교구판매

12월수입합계

총 합계

수 입

계 정 계 정금 액 금 액내 역 내 역

지 출

12월지출합계

차월이월

총합계

생계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도서인쇄비

교재교구구입비

발송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운영비

관리비

잡급

환경학교재료비외

자체교육사업진행비

외부교육사업진행비

프로젝트사업진행비

139,173,396

3,491,680

2,640,000

-

570,000

8,750,000

1,223,600

11,270,000

110,000

28,055,280

167,228,676

135,290,678

31,937,998

167,228,676

11,360,000

450,000

939,880

326,550

115,400

144,070

103,490

1,000,000

4,900

342,000

195,800

125,000

3,000

167,000

99,900

1,100,000

6,366,069

9,691,530

25,400,089

77,356,000

CMS 회비/일반회비

기업/개인 후원금

남이섬환경학교 체험비

외부교육사업

강사료외

프로젝트사업비

교재판매

12월분 생계비

남이섬현장수당

식대외

업무상교통비

업무비

전화요금외

상하수도요금외

사무국임차료

도서구입

교구구입

우편발송비

송금수수료외

소모품구입

사무국운영비

사무국관리비

일용직인건비

체험재료비외

자체교육사업진행비

외부교육사업진행비

프로젝트사업진행비

월

1~2월호

3~4월호

5~6월호

7~8월호

9~10월호

11~12월호

우리집

시작

자연에너지

먹는 물

녹색소비

이웃나라

주 제

남궁산 판화가 / 환경교육센터 이사생명 - 매화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