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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소소:   :   전북전북 군산시군산시

�� 창립일창립일:   1998:   1998년년 99월월 1212일일

�� 설립목적설립목적: : 지역주민지역주민 중심의중심의 지방자치지방자치 활활
성화성화, , 성숙하고성숙하고 민주적인민주적인 지역시민사회지역시민사회
구축구축, , 환경환경··교통교통··복지복지 등등 지역사회지역사회 삶의삶의

질질 개선개선 등등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

�� 회회 원원: : 회원회원··후원회원후원회원 포함포함 800800여명여명

�� 상근자상근자: 7: 7명명(2(2명명 반상근반상근))

�� 예예 산산: 1: 1년년 11억억55천여만원천여만원(2003(2003년년))



주요활동주요활동주요활동주요활동주요활동주요활동주요활동주요활동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정책정책 모니터링모니터링 및및 대안대안
제시제시, , 재활용장터재활용장터 두레장터두레장터((월월11회회), ), 시시
민과민과 함께함께 하는하는 월례기행월례기행((자전거기행자전거기행, , 
생태기행생태기행), ), 회원사업회원사업((회원의회원의 날날, , 소식소식
지지 발간발간), ), 후원의후원의 밤밤 개최개최 등등



1. 1. 1. 1. 1. 1. 1. 1.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 초등학교초등학교 체험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 코디네이터코디네이터
양성과정양성과정



2. 2. 2. 2. 2. 2. 2. 2. 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

�� 지역사회지역사회 환경인식의환경인식의 증진증진

--환경에환경에 관심이관심이 높은높은 가정주부들을가정주부들을 체체
험환경교육험환경교육 강사로강사로 양성함으로써양성함으로써 지지
역사회역사회 환경인식의환경인식의 증진증진



2. 2. 2. 2. 2. 2. 2. 2. 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

�� 체험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 코디네이터코디네이터 양성을양성을 통한통한
학교학교 환경교육환경교육

--WWF JAPAN(WWF JAPAN(세계자연보호기금세계자연보호기금 일본일본))
의의 황해생태지역황해생태지역 프로그램과프로그램과 공동공동 협력협력
하여하여 학교환경교육학교환경교육 적용을적용을 위한위한 환경교환경교
육지도자육지도자 양성양성



양성과정양성과정양성과정양성과정양성과정양성과정양성과정양성과정 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총총총총총총총총1717171717171717강강강강강강강강 6060606060606060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본회 회의실수료식(평가 및 계획)31217

현장김중규군산시 일원군산 향토역사지 답사2716

현장강정훈만경강만경강 하구, 옥구염전 탐조2015

현장강정훈금강하구 일원금강하구 철새도래지 답사1314

이론김중규군산 서초교군산 향토역사의 이해5

11

13

이론강정훈군산 서초교금강하구의 생태적 가치2912

현장천수만지킴이천수만충남 서산 천수만 탐조2311

이론현장송신숙군산 월명공원월명공원의 숲1610

현장배성환유부도충남 유부도 탐조99

이론배성환군산 서초교도요물떼새의 이해1

10

8

현장류기택금강하구 일원조류(鳥類) 야외관철법257

이론배성환군산 서초교조류(鳥類)의 이해176

현장김용민부안 고사포갯벌고사포갯벌 탐사4

9

5

이론김용민군산 서초교저서생물과 조류의 먹이생물284

이론조두성군산 서초교습지, 연안습지의 이해143

현장조두성만경강 하구만경강하구와 염습지 생태8

8

2

이론이종천군산 서초교입학식/ 생태계와 인간2471

구분강사장소강좌 주제일월차례



3. 3. 3. 3. 3. 3. 3. 3.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 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

�� 금강금강, , 만경강만경강 하구하구 등등 지역사회지역사회 자원자원
을을 활용한활용한 교육교육

--금강하구의금강하구의 겨울철새겨울철새 도래지도래지, , 만경강만경강
하구의하구의 염습지염습지 등을등을 활용해활용해 체험환경체험환경
교육교육 강사로강사로 양성양성



3. 3. 3. 3. 3. 3. 3. 3.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 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방향

�� WWF JAPANWWF JAPAN의의 체험환경교육교재체험환경교육교재 등등 선진선진
환경교육사례환경교육사례 활용활용

--WWF JAPANWWF JAPAN이이 일본일본 초등학교에서초등학교에서 시범실시범실
시시 중인중인 도요물떼새도요물떼새 학교교재의학교교재의 한국적한국적 실실
정에정에 맞게맞게 재적용재적용



4. 4. 4. 4. 4. 4. 4. 4. 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

�� 전문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 개설개설

--환경에환경에 관심이관심이 높은높은 가정주부가정주부 2020여여
명을명을 공개공개 모집해모집해 전문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 , 체체
험환경교육험환경교육 워크샵워크샵 개설을개설을 통해통해 체험체험
환경교육환경교육 코디네이터로코디네이터로 양성양성



4. 4. 4. 4. 4. 4. 4. 4. 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

�� WWF JAPANWWF JAPAN··한국해양한국해양

연구원과연구원과 파트너십파트너십 구구
축축

--WWF JAPAN, WWF JAPAN, 한국해한국해
양연구원과양연구원과 파트너십파트너십
을을 구축함으로써구축함으로써 체험체험
환경교육코디네이터환경교육코디네이터
양성에양성에 따른따른 경험과경험과 전전
문성을문성을 지원지원 받음받음

WWF,WWF,WWF,WWF,WWF,WWF,WWF,WWF,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서초교서초교서초교서초교서초교서초교서초교서초교,,,,,,,,
시민연대시민연대시민연대시민연대시민연대시민연대시민연대시민연대 상호협력상호협력상호협력상호협력상호협력상호협력상호협력상호협력 조인식조인식조인식조인식조인식조인식조인식조인식



4. 4. 4. 4. 4. 4. 4. 4. 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

�� 지역사회지역사회 초등학교와초등학교와 자매결연자매결연 추진추진

--군산군산 서초등학교서초등학교((교장교장 최기관최기관))와와 자매결자매결
연을연을 체결함으로써체결함으로써 체험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 수강생수강생
들의들의 현장활동현장활동 기반으로기반으로 활용활용



5. 5. 5. 5. 5. 5. 5. 5.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 전문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 및및 워크샵워크샵 개설개설

--20032003년년 77월월 2424일부터일부터 1212월월 33일까지일까지
주주11회회((회당회당 33시간시간) ) 약약55개월개월 간간 개설개설

--전문교육과정은전문교육과정은 염습지염습지((만경하구만경하구, , 금금
강하구강하구, , 고사포갯벌고사포갯벌), ), 조류조류((조류의조류의 이이
해해, , 조류관찰조류관찰, , 금강하구금강하구, , 천수만천수만, , 유부유부
도도, , 만경강만경강 하구하구 철새도래지의철새도래지의 이해이해), ), 
지역향토역사지역향토역사((역사로역사로 본본 군산군산, , 군산향군산향
토유적지토유적지 답사답사))



5. 5. 5. 5. 5. 5. 5. 5.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 워크샵은워크샵은

--체험환경교육의체험환경교육의 현현
장장 적용을적용을 위해위해 놀놀
이를이를 통한통한 환경교육환경교육
시연시연(2003.7(2003.7월월))

--황해생태지역의황해생태지역의 시시
범지역범지역 해양환경교해양환경교
육육 평가평가 웍샵웍샵 진행진행
(2004. 2(2004. 2월월))



5. 5. 5. 5. 5. 5. 5. 5.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 체험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 강사강사 양성양성
--55개월개월 간의간의 교육과정을교육과정을 수료한수료한 가정주부가정주부 1515명을명을 체체

험환경교육험환경교육 강사로강사로 양성양성
--양성된양성된 강사들은강사들은 군산시군산시 철새조망센터에서철새조망센터에서 자원봉자원봉

사활동사활동



5. 5. 5. 5. 5. 5. 5. 5.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 군산군산 서초교서초교 체험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 적용적용

--한국해양연구원과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공동 협력으로협력으로 군산군산
서초교서초교 44--66학년학년 학생들을학생들을 대상으로대상으로 조조
류를류를 주제로주제로 한한 특강특강(1(1시간시간), ), 갯벌탐사갯벌탐사
프로그램프로그램 시범실시시범실시

--군산군산 서초교서초교 20042004년년 자체자체 환경교육환경교육

계획수립계획수립



6. 6. 6. 6. 6. 6. 6. 6.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및및및및및및및및 전망전망전망전망전망전망전망전망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 질높은질높은 강사진강사진 구축구축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 박사박사 33인인, , 지역사회지역사회
교수교수, , 교사교사, , 변산변산 국립공원국립공원 등등 해당분해당분
야의야의 전문성을전문성을 갖고갖고 있는있는 다양한다양한 강사강사
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

--수강생의수강생의 교육교육 자질자질 능력능력 향상향상

--일부일부 강사의강사의 준비부족준비부족, , 강의내용의강의내용의 중중
복복 등등 아쉬움아쉬움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 수강생들의수강생들의 높은높은 활동력활동력

--교육과정교육과정 종료종료 후후 본본 단체단체 생태동아리생태동아리
수수꽃다리수수꽃다리 회원활동회원활동 및및 군산시군산시 철새철새
조망센터조망센터 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활동 전개전개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 시민환경교육을시민환경교육을 전개할전개할 초보적인초보적인 네트네트
웍웍 구성구성

��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 , WWF, WWF, 서초등학교와서초등학교와
협력협력 시스템을시스템을 구축하여구축하여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시민환경교육을시민환경교육을 전개할전개할 초보적인초보적인 네트네트
웍웍 구성되었다구성되었다. . 



전망전망전망전망
�� 초등학교의초등학교의 환경교육을환경교육을 지원할지원할 인력인력 확보확보

계획계획 필요필요

--수강생들의수강생들의 환경교육환경교육 전문지도전문지도 능력을능력을 향향
상키상키 위해위해 노력노력

--새로운새로운 주부들을주부들을 환경교육환경교육 코디네이터로코디네이터로
육성육성

�� 교육청교육청, , 민간단체민간단체, , 기업등이기업등이 협력할협력할 수수 있있
도록도록 네트웍네트웍 구성구성

�� 시민환경인식시민환경인식 증진을증진을 위해위해 실천활동실천활동 연계연계
방안방안 모색모색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사단법인사단법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