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통영RCE세자트라숲 교육관광프로그램 (2020.6.1.기준)

구분 내용

숲길산책

대상 유등, 초등, 중등, 성인 (15명~20명) 

내용

세자트라숲을 거닐며 계절마다 바뀌는 숲의 모습을 알아보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등) 루페를 이용한 세자트라숲의 동식물관찰 + 천연손수건 염색

(초등) 루페를 이용한 세자트라숲의 동식물관찰 + 야생동물 게임

(중등) 세자트라숲 산책 + 야생동물 게임 or 도마만들기 

(성인) 세자트라숲 산책 + 천연손수건 염색 or 도마만들기

※ 도마만들기 진행 시 추가비용 +18,000원 발생

＊야생동물게임이란?

눈을 떴더니, 내가 멧돼지?! 팔색조?! 개구리로 변했다! 

인간이 편리하게 살게 설계된 이 지구에서 야생동물로 살아남기!

＊도마만들기란?

나무 짜투리의 재탄생! 사포질로 힐링하며 만드는 감성도마

＊천연손수건만들기란?

하얀 천이 치자물을 만나면? 조물조물 100번하면 샛노란 손수건이 탄생해요

소요

시간

일반코스 60분 [30분(산책) + 30분(야생동물게임, 천연손수건염색)]

도마코스 90분 [30분(산책) + 60분(도마 만들기)]

가격
일반코스 8,000원 / 1명

도마코스 25,000원 / 1명

천연손수건 만들기 짜투리나무로 도마 만들기 



구분 내용

바다야

안녕

대상 유등, 초등, 중등, 성인 (15명~20명) 

내용

플라스틱 빨대를 코에 꽂은 채 고통스러워 하는 거북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

여 뱃 속 가득 쓰레기를 품고 죽은 고래의 뉴스는 이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바다를 지키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유등) 루페를 이용한 세자트라숲의 바다관찰 + ‘황금알을 낳는 왜가리’동화구연  

(초등) 루페를 이용한 세자트라숲의 바다관찰 + 거북이게임 

(중등,성인) 바다를 살리는 비치코밍 + 쓰레기 관찰

* 거북이게임이란?

거북이로 변신하여 바닷 속 가득한 그물, 먹이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피해 

안전하게 탈출하는 게임!

＊ 비치코밍이란?

세자트라숲에 숨겨진 해변이 있다?! 해변을 찾아 쓰레기를 주워보고, 이 쓰레기들

이 왜, 어디서, 어떻게 오게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비치코밍 : 해변을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

소요

시간

초등코스 60분 [30분(바다관찰)+30분(거북이게임)]

중등,성인코스 60분 [40분(비치코밍)+20분(쓰레기관찰)]

가격 * 8,000원 / 1명

바다 탐구 비치코밍



구분 내용

북극곰을 

부탁해

대상 초등, 중등 (15명~20명) 

내용

기후위기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과연 북극곰만 위험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후

위기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북극곰이 되어 

알아봅시다.

(초등, 중등) 기후위기 영상시청 + 북극곰 게임

* 북극곰게임이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얼음은 점점 줄어든다! 

가장 많은 북극곰이 살아남은 팀이 승리!  

소요
시간 60분 [북극곰 도입강의(30분) + 북극곰게임(30분)]

가격 * 8,000원 / 1명

마우도바의

착한놀이터

대상 중등, 성인 (20명~30명) 

내용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임에도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

카에 살고 있는 마우도바라는 친구는 매일 물을 길러오기까지 6시간이 넘게 소요되

는데요. 마우도바가 되어 물을 길러오며, 불평등 그리고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느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중등, 성인) 마우도바 도입강의 + 마우도바 게임

* 마우도바 게임이란?

마우도바의 물을 길러오는 6시간을 속성 체험한다!

팀을 이루어 5개의 미션을 통과하여 물을 많이 길러오는 팀이 승리! 

소요
시간 60분 [마우도바의 착한놀이터 도입강의(15분) + 마우도바 게임(45분)]

가격 * 8,000원 / 1명

북극곰을 부탁해 마우도바의 착한놀이터



구분 내용

배고픈 

만찬

대상 초등(고), 중등, 성인 (20명~30명) 

내용

우리의 식탁은 평등한가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한국에 태어났을까요? 다시 태

어나, 다른 사람의 식탁을 경험하며 불평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초등(고),중등,성인) ‘지속가능발전과 불평등’도입 강의 + 배고픈만찬 게임

* 배고픈만찬 게임이란?

뽑기를 통하여 나오는 결과가 오늘 나의 계층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한국과 다른 

곳에 태어나, 다른 사람의 식사(간식)를 경험하고 옵니다. 

소요
시간 60분 [‘지속가능발전과 불평등’도입 강의(20분) + 배고픈만찬 게임(40분)]

가격 * 10,000원 / 1명

나만의 

컵 만들기

대상 초등, 중등, 성인 (20명~40명) 

내용

하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품

들과 그런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일회용 종이컵과 

꼭 닮은 도자기컵을 만듭니다. 

(초등,중등,성인) 나만의 컵만들기 도입강의(20분) + 도자기컵 꾸미기(40분)

* 도자기컵 꾸미기란?

 일회용 종이컵과 똑같은 모양을 한 초벌도자기컵에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나만의 

컵을 만듭니다. 

※ 도자기컵은 200도에서 40시간동안 구워 택배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컵 수령까지 넉넉하게 한 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시간 60분 [나만의 컵만들기 도입강의(20분) + 도자기컵 꾸미기(40분)]

가격 * 12,000원 / 1명

배고픈 만찬 나만의 컵 만들기



구분 내용

ESD

강의

대상 초등, 중등, 성인 (20명~40명) 

내용

플라스틱 조각을 먹는 동물들,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기후, 잦은 빈도로 찾아오는 환경재

난, 그리고 전염병. 우리의 지구와 우리의 삶은 모두 안녕한가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ESD)강의는 지속가능발

전의 역사, 현황, RCE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소요
시간

60분 

가격 * 100,000원 / 1회

ESD

워크숍

대상 중등, 성인 (20명~40명) 

내용
ESD와 관련되어 우리 주변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워크숍을 통해 우리의 삶에 ESD를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봅니다. 

소요
시간

60분 

가격 * 140,000원 / 1회

세자트라센터

라운딩

대상 성인 (20명~40명)

내용

와 거북선을 모티브로 설계된 세자트라센터는 연면적 4492 제곱미터, 최고높이 

13.5m의 3층건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세자트라 센터 내 지속가능한 설비와 공간에 

담긴 지속가능성의 철학을 소개해드립니다.

소요
시간 60분

가격 * 100,000원 / 1회 

ESD 강의 세자트라숲 라운딩

※ 통영시민 혹은 통영 내 기관일 경우 20% 할인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