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유효기간 만료 프로젝트
(2011~2021)
인증
연도

프로젝트명

수행기관명

2018
(6건)

태안형 행복학습 자치학교

태안군청

클린에너지학교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지리산 스토리텔러 기초교육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시민주도 평생학습시스템 느슨한학교

광명시

미추홀&피지 교육평등프로젝트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내가 그린(green)연구소

개운중학교

해피투게더 어울림학교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콩 체험 프로그램

콩세계과학관

비밀의 화원

국립김제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

지리산 국립공원 50년! 미래로 잇는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해양 환경 이동교실 '아라아띠'

해양환경관리공단

사회연대경제 & 환경교육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창의공작소

얘들아~ 같이 놀자!

빛가람지킴이

2017
(7건)

2016
(6건)

2015
(6건)

2014
(8건)

전북 미래세대 에너지 진로교육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미래세대 에너지 진로·체험교육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GESD 교원연구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아카데미

깨끗하고살기좋은 안산21

지속가능한 녹색소비교육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초등학생을 위한 글로벌 역량으로서의
다문화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한양대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우양 평화통일교육

우양재단

가야산 국립공원 시민대학 (주민아카데미)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시흥시

에너지 내일을 꿈꾸는 사다리 '에너지
투모로우'

한국에너지공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립수목원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

안산시 건축사회

광덕산 환경 프로젝트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부산 녹색 살림 주부9단

부산 환경교육센터

2013
(8건)

2012
(10건)

우리동네 그린맵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통영동피랑벽화마을

재단법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에코아일랜드, 연대도

재단법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지리산 국립공원 시민대학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ICISTS

ICISTS

도시숲 미래, 앞산뒷산 네트워크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숲속공예교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

꿈꾸는 도서관 1촌 맺기

아시아 아프리카 희망기구

DMZ 생태문화교실

경기관광공사

DMZ 청소년리더 과정

경기관광공사

Earth Hour 캠페인

세계자연보호기금
Earth Hour 한국사무소

SL프로젝트

경기 장곡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원프로젝트

충북자연사랑유아교육연구회

ESD 금천창의인재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2011
(14건)

국립공원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계룡산
국립공원 시민대학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사무소

월악산 국립공원 대학생레인저
(Univeranger)아카데미 과정을 통한
차세대 그린리더 양성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

도시 디자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젝트

강주희

더 나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부천시 지속가능 환경교육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속리산국립공원 시민대학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리더 양성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지구마을자립프로젝트
(Global Villages Startup Project)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환경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환경 작품
미술 전시회를 중심으로

이대부속초등학교

푸른 별 지킴이

이화어린이연구원

국립공원 시민대학을 통한
지역사회 리더 양성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

2011 낙동강 생태문화와 함께하는
에너지가족캠프 "곰 세 마리네" 1박 2일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NGO의 지속가능성 역량 개발 프로젝트:
조직 실행 및 이해관계자 보고

alt.lab
[구 이웃(eeoot)]

덕성 지구환경살림이 프로젝트

덕성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비취업빈곤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자활역량강화교육

마포지역자활센터

대학 캠퍼스 및 통영지역사회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빈그릇 운동

경상대학교 에코캠퍼스

마을주민대학, 마을디자인대학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창의적 ESD ‘에코FUN놀이터‘

더 버튼(The Button)

희망의 운동화 나눔축제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명품울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아카데미”

울주군청

ESD 인식제고를 위한 ESD 창의인성교실

울산지속가능발전교육연구회

ESD이해와 실천을 위한 ESD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지도모듈 개발 적용

경남지속가능발전교육연구회

Young Climate Change Ambassadors
Programme

주한영국문화원-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
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