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 녹색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 캠페인, 녹색제품 사용 등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보육시설의 녹색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미래세대
유아에서 청소년 대상 친환경소비생활실천교육을 전파, 나아가 가정에서도
녹색구매를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

• 교사연수교육

• 체험교육(홍보관)

• 학부모, 교사교육

녹색소비생활교육

• 월별 캠페인

녹색소비캠페인 • 녹색제품

• GR제품

• 저탄소제품

공동구매 캠페인



시작 활동 종료



교사연수 프로그램

녹색소비, 친환경생활수업

교재,교구 및 동영상 제공

기간: 4월 중

*2021년 교사가 직접
배워서 원아들에게 가르

쳐주는 녹색소비생활실천교
육 전파

- 교재,교구활용방법 연수
- 교육전파 활동보고 제출

어린이집교사교육

연 1회 60분

센터 전시관(홍보관) 관람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체험
(DIY 제품)

손소독제 체험
모기기피제 체험
섬유유연제 체험

기간: 4월 ~ 11월
센터에 개별 신청

센터방문체험교육

연 1회 90분(60분)

센터 또는 기관방문 교육

친환경소비생활 교육

기간: 4월 ~ 11월
센터에 개별 신청
(교육시작 일주일전
변경 및 신청 가능)

*체험비 별도 협의

학부모교육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 담당자 소개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속 녹색소비강사단 소개
녹색소비강사단 단장



6월
환경의날-환경아놀자~

환경이랑친구되기~
친환경마크를 찾아라~

6월5일 세계환경의날

7월
자연과놀자~ 

재활용실천활동으로환경지키기
아이스팩,우유팩,폐식용유

재사용캠페인활동

5월
가정의날~ 가족과함께!
에코맘,에코대장은누구?

집에서가족과함께실천하는
환경교육

쓰레기 분리배출

친환경소비생활
캠페인

4월
지구의날-친환경약속!!

지구를위한작은행동을
실천하는환경약속
약속나무,비행기~
4월22일지구의날



10월
녹색제품을찾아라~ 

(환경마크,GR,저탄소제품)

대형,중.소형유통매장을
(녹색매장)방문하여

녹색제품을찾아보는활동
현장견학

11월
튼튼한지구만들기

아나바다장터를열어요

아껴쓰고, 나눠쓰는캠페인
안쓰는장난감, 책, 

옷교환해요

친환경신문만들기
친환경캠페인참여하기~

“내가친환경실천대장이다!”
9월6일자원순환의날

8월
에너지의날절약하기

에너지절약함께실천하기!
물(전기) 절약마크를

찾아라~
8월22일에너지의날

9월
자원순환의날~

친환경소비생활
캠페인



우수기관 심사

증빙서류 제출기간

12월

월별활동(켐페인)보고서

교사연수참여, 교육전파활동
보고서 (원내활동)

친환경생활실천활동동영상

녹색제품구매현황

기타연계활동실적



신청서작성후
메일보내기이달의녹색제품

메일발송

구매물품
확인후발송

녹색제품 공동구매 신청서 - 5월

어린이집 명

배송 주소

신청품목

(괄호안에 체크해주세요)
① (      )       ② (       )       ③ (      )

신청개수 ( ) 개

구매 및 물품수령

담당자

구매 및 물품수령

담당자 연락처

•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이메일 발송 : ecosisters@naver.com
• 온라인 구매사이트: (사)에코언니야 문의:051-583-0906 

https://smartstore.naver.com/ecosister

• 2020년 부터는 녹색제품 중 에코언니야에서 화장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 유통매장 이용바랍니다. 

mailto:ecosisters@naver.com
https://smartstore.naver.com/ecosister


구분 배점 내용 비고

녹색제품구매참가
(4월~11월)

35

· 녹색제품구매물품별배점
· 공동구매 외에 각 월별 친환경물품구매 영수증
첨부시 가산점부가

·그린카드사용여부

녹색소비생활캠페인
참가(교육포함)

(4월~11월)
40

· 교사연수프로그램 참가 및 교육전파활동보고
서·센터홍보관방문교육참가
·학부모,교사교육참가
·활동보고서제출(질적평가)
· 활동동영상제출(가산점)
· 녹색소비강사단추천

각종이벤트참가 15

· 블로그연계이벤트참가
·센터연계프로그램활동참가
(지구의날,환경의날자원순환의날,아이스팩, 폐

식용유,우유팩수거활동등 )
· 그린카드사용여부

심사위원평가 (12월) 10 · 총평(외부심사위원별도선정)

총합 100점





유아학습지도안

















N0 시상종류 원명

1 부산시장상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3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상

4 부산어린이집연합회장상 12월 수상식 개최

5 부산어린이집연합회장상

6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상

7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