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ING
AND
SHARING
FOR
SUSTAINABLE
FUTURE

CONTENTS

04

배움과 나눔의 글

06

숫자로 보는 재단의 1년

05
08
10
12
13
29
32
43
55
70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소개
1년간의 발자취

2018년 주요사업

통영RCE세자트라숲 이용현황
개인의 성장과 나눔지원

교육기관의 성장과 나눔지원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조성
운영과 조직

미리보는 2019년

2018 Annual Report

LEARNING AND SHARING FOR SUSTAINABLE COMMUNITY

배움과 나눔의 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2018 ANNUAL REPORT

배움과 나눔의 글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소개

A Message for Learning & Sharing

배움과 나눔으로 만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통영RCE세자트라숲이 문을 연지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통영시민들을 비롯한 국내외 ESD유관기관 그리고 통영시 시의회와 시장님의 줄기찬 지원이 합쳐져 통영

Introdution

심볼

ESD국제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통영을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다도해인 통영의 자연을 나타내는 특별한 건축물 형태를 디자인에

특히 올 한해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RCE 회의, 제11차 세계RCE총회 참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교육

시각화한 디자인입니다.

거점 센터인 통영RCE세자트라숲이 통영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2018년은 통영RCE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해였습니다. 통영RCE의 대표 청소년 프로그램인
브릿지투더월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재인증을 받았고, 교육부로부터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무료로 양질의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기부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2017년부터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생태환경체험학습
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4000여명의 학생들이 통영RCE세자트라숲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12월에는 환경부로부터 통영RCE세자트라숲 생태환경체험학습 배우고
나누는 착한놀이터가 제32차 환경교육프로그램 국가 인증을 받았으며, 제11차 세계
RCE총회에서 최우수 프로젝트상 수상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자트라숲 나무들의 뿌리들이 상호 효모들을 뿜으며 서로 도우며 살고 있듯이
땅위의 통영RCE세자트라숲 지기들 역시 철저하게 상호 연결된 고리를 더욱
더 단단히 하며 울창한 숲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도약의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통영RCE세자트라숲이 통영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확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통영RCE와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들, 협력 기관,
단체, 통영시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단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빛나는 진주들인 통영의 청소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반영했습니다. 통영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이 되는 센터를

색상은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과 토양을 나타내는 주황색, 바다를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통영RCE세자트라숲을 표현했습니다.

비전
목표

배움과 나눔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미래 인재 육성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평생학습

즐기며 배우는 교육관광산업육성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

빛나는 진주

개인의 성장과 나눔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박은경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까지

2006.03 RCE 선포식

2007.07 교육과학기술부 평행학습도시 선정
2008.04 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10.04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준비총회
2010.05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2 재단법인 창립(발기인) 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
2012.08 교육과학기술부 지속가능한 인문도시 선정

●

●

●

●

풍성한 바다

2005.10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RCE) 지정

2011.04 재단 사무국 개소식

●

건강한 진주조개

연혁

2011.01 재단법인 사무국 설치

추진전략과 사업방향

교육기관의 성장과 나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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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적성계발지원
고른기회장학사업
특별분야장학사업
평생학습평생나눔
지도자양성

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열린학교 ESD보급

2012.09 세계 RCE총회 개최

2013.01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조성 2기 추진위원회 개최
2013.09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수상(교육부문 유일)

2014.06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수탁 기관으로 선정
2014.11 2014 RCE어워드 수상

2014.12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준공
2015.05 세자트라숲 개장식

유네스코 GAP파트너기관 선정

2015.11 제11회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은상 수상
●

●

●

●

●

나눔문화조성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
풀뿌리 지혜 보전
R&D
글로벌 ESD 확산

2016.05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승인
2017.10 경상남도교육청·통영RCE 업무 협약 체결
2018.09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교육부 인증
2018.12 생태환경체험학습 환경부 인증

2018.12 제11차 세계RCE총회 최우수 프로젝트상 수상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2018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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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재단의 1년
2018 in Numbers

학교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 참가자

세자트라 시민텃밭
참가자

68 개교 4,374 명

63 팀 305 명

교원직무연수 참가자

56 명

대학생역사학교 참가자

25 개교 40 명

세자트라숲 알팸 회원

673 명

일일체험프로그램 참가자

203 명

RCE동아리

6개교 / 356 명

자유
학기제

세자트라숲 방문객

자유학기제 참가자

74,516 명

10 개교 972 명

교육장터 참가자

2,000 명

RCE
동아리

자원봉사자

562 명 / 2347 시간

시설 대관 이용자

6,033 명

제10차 통영ESD국제포럼

29 기관 150 명

세자트라숲 교육 참가자

11,975 명

통영RCE 학교교육위원회
브릿지투더월드 참가자

47 명

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 참가자

전문가

49팀 / 일반 30팀

58 개교 / 64 명

통영RCE 시민교육위원회

22 단체 / 특별회원 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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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발자취
2018 Annual Schedule

01 우리섬 배움마실 개강 02 제3기 세자트라 펠로우십 결과보고회 03 세자트라 레지던시 04시민강사 양성학교 05 RCE동아리 오리엔테이션
06 알씨이학교 봄학기 개강 07 2018 봉숫골축제 홍보부스 운영 08 GAP 파트너 회의(코스타리카) 09 우리섬배움마실 졸업식 10 제3회 교육장터R 11 매실 수확
12 RCE페낭 교사협력 연수 13 UNOSD 대학생여름캠프 14 시민교육위원회 거북선시민강좌 15 동피랑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강화교육 5강 선진지 답사
16 브릿지투더월드 정기교육 17 제6회 동피랑벽화축제 오리엔테이션 18 그린리더양성과정 19 다랭이논 추수 및 탈곡 20 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 마을잔치
21 제10차 통영ESD국제포럼 22 유자청 만들기 체험 23 김장체험 24 제11차 세계RCE총회 참가(필리핀 세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
●
●

2018 우리섬 배움마실 개강
제3기 세자트라 펠로우십 결과보고회
통영RCE 직원워크숍
6기 2차 운영위원회 회의

●
●
●
●

제2회 대학생역사학교
시민강사 양성학교
세자트라 레지던시
1차 임시이사회
제6기 시민교육위원회 월례회의

●
●
●
●
●

알씨이학교 봄학기 개강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설명회&면접심사
제6기 시민교육위원회 월례회의
자유학기제 강사양성과정
RCE동아리 오리엔테이션
제3기 세자트라시민텃밭 오리엔테이션

●
●
●
●
●
●
●
●
●

7월

8월

9월

●

●

●

●
●
●
●
●

6기 4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민교육위원회 거북선시민강좌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국내탐방
일일체험프로그램 시작(7월 ~ 12월)
UNOSD 대학생여름캠프
교육부인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

강미희와 함께하는 아트캠프 in 통영
동피랑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교육
동피랑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교육
선진지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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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알씨이학교 가을학기(9월~11월)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제6회 동피랑벽화축제 오리엔테이션
극단 팜시어터 공연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한마당(선발대회)
그린리더양성과정
교원직무연수 교실을 부탁해 1차

세자트라숲 현장체험학습 시작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교육 시작(4월~12월)
2018 봉숫골축제 홍보부스 운영
제10기 학교교육위원회 위촉식
브릿지투더월드 정기교육
시민교육위원회 세월호 추모행사
GAP 파트너 회의(코스타리카)
6기 2차 운영위원회 회의
성인학습동아리 지원
시민강사 간담회

10월
●
●
●
●
●

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 마을잔치
다랭이논 추수 및 탈곡
6기 5차 운영위원회 회의
교원직무연수 교실을 부탁해 2차
일본 사마야현 부시장단 방문

●
●
●
●
●
●
●

자유학기제 “나를 찾는 여행학교”운영
6기 시민교육위원회 월례회의
제3회 교육장터R
동피랑 추진위원회 관계자 회의
브릿지투더월드 정기교육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 콘테스트
우리섬배움마실 졸업식
다랭이논 손 모내기

11월
●
●
●
●
●
●
●
●
●
●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학부모 설명회
정기이사회
제10차 ESD국제포럼
문학아카데미 수료식
제2회 꿈길콘서트
전혁림청소년아카데미 수료식
제6기 시민교육위원회 워크숍
환경부인증 환경교육프로그램 선정
유자청 만들기 체험
학교교육위원회 제3차 세미나

●
●
●
●
●
●
●
●

알씨이학교 여름학기(6월~8월)
동피랑 벽화축제 관계자회의
제3기 통영청소년문학아카데미
제6기 전혁림청소년아카데미
2차 임시이사회
제6기 시민교육위원회 월례회의
RCE페낭 교사협력 연수(학교교육위원회 2차 세미나)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판사 등록
매실 수확

12월
●
●
●
●
●
●
●

제11차 세계RCE총회 참가(필리핀 세부)
무전어린이공원 개장식
제2회 풀뿌리 문고 출간(섬소년 마미)
RCE동아리 보고회
학교교육위원회 제4차 세미나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수여식
김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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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사업
Major Projects in 2018

동피랑 벽화축제

ESD교원직무연수 <교실을 부탁해>

통영RCE세자트라숲

제11차 세계RCE총회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동피랑벽화마을에서

‘교실을 부탁해’는 경상남도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

통영RCE세자트라숲은 인위적인 학습장이 아닌 자연 그대로

통영RCE학교교육위원회가 12월 7~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습니다. 한때는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중앙시장 뒤편

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제를 통해

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센터로 활약하고

ing Flagship Project)로 선정되어 166개 RCE가 참가한

<제6회 다같이 동피랑>
‘다같이 동피랑’이라는 주제로 제6회 동피랑벽화축제가
언덕에 위치한 동피랑 마을은 2007년부터 골목과 담벼락
등에 다양한 벽화를 그리면서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담벼락의 그림을 교체하는 벽화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의 작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21개 팀이 참가 신청하여 그 중 79개

팀이 선별되어 88개 벽을 새단장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광페인트사로부터 페인트 300통을

후원받아 더욱 질높은 벽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벽화축제 참가자를 심사하여 우리 마을에
어울리는, 예쁜 벽화를 직접 선발 하였습니다. 또한 ‘동피랑
벽화축제 기념 컬러링 대회’, ‘힐링 컬러링 엽서 체험’ 등

시민과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주제에
걸맞은 축제를 이루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교실에서 실천하기

전문직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개념을

교실교과 수업에 폭넓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전 지구적
사례를 다룬 교과수업 맞춤형 교사연수로 지난 2017년

경상남도교육청 특수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9월부터 10월사이 총 2회 6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다뤘으면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선정하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고민

해야하는 이슈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올해는 ‘세계시민’, ‘젠더감수성’, ‘생태감수성’,
‘공정무역과 업사이클링’을 세부주제로 정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교사는 환경의 온전함,
경제적 생존능력,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ESD 현장체험학습>
생태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체험활동이 가능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개발‧운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도록
교육하고자 4월부터 10월까지 통영RCE세자트라숲을

이용하여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MOU체결로 경남지역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생태환경체험학습 및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생태계보호, 생물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에너지에 대한 이해, 대안에너지
생산,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깨끗한 물과 위생,

빈곤퇴치와 기아종식 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접하고 삶에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8년에는 관내‧외 학교 및

기관 68개, 4,374명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 환경,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배우고

이를 더 발전시켜 미래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 RCE Award 최우수프로젝트상 수상

열린 제11차 세계RCE총회 최우수프로젝트(Outstand-

가운데 RCE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최우수
프로젝트로 수상받은 통영RCE학교교육위원회는 통영시

교육지원청의 지원아래 통영 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에 ESD담당교사를 지정 하고 지속가능

발전교육 자료, 강의, 교육 등을 지원하여 학교 내 ESD를
확산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UN고등학술연구소는 “통영RCE 학교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통영 내 유치원 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연령대의 교육기관을 아우르는 교사네트워크 라는

점과 교사들이 워크숍과 강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녹여낸 수업이 교실 내 이루어

지는 실천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교육이며 교사이다. 앞으로 이러한 네트워크가 각 도시별로
확산되길 고대한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 습니다.

통영RCE세자트라숲 이용현황
Sejahtera Forest current status of use

총 방문자수

74,516명
교육·공간이용객 / 일반이용객

교육

총계

계

11,975

유치원
610

5,700

2,141

734

유료현장
체험학습 교육생

5,922

530

4,717

25

자체교육 참가자

5,441

0

713

연수/견학

612

80

270

공간

구분

구분

전체

유료

65회

46회

4,461명

2,829명

대관

초등

무료

중등

고등

104

일반인

1,984

기관·단체

50

40

456

104

2,116

684

44

1,452

432

0

0

20

76

166

구분

대학

(단위 : 명)

숙박

702

전체

유료

무료

19회

102회

31회

71회

1,632명

1,572명

1,083명

489명

01

개인의
성장과 나눔지원
Personal Growth & Sharing

1. 진로적성 계발지원 Career Aptitude Development
● 누구나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The 11th Bridge To the World
● 통영청소년들의 건전한 진로관 형성을 위한 제4기 나를 찾는 여행학교
Special Journey to find myself-Free semester system
2. 고른기회 장학사업 Equal Opportunity Scholarship
● 도서 지역 어르신들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섬 배움마실
Bae-Um-Ma-Sil- Island Literacy Class

3. 특별분야 장학사업 Special Talent Development
● 예향의 도시 통영의 맥을 이어가는 2018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2018 Tongyeong Talent Scholarship
● 코발트 통영바다를 닮은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2018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
2018 Tongyeong Youth Art Academy
4. 평생학습 평생나눔 Life-Long Leaning Life-Long Sharing
●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치는 2018 알씨이학교
RCE School 2018
●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한 성인학습동아리 지원
Supporting of learning of ESD
● 몸이 생각을 변화시키다 무용가 강미희와 함께하는 아트캠프 통영
Gang-Mi Hee’s art camp in Tongyeong

5. 지도자양성 Cultivating a Leader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교실에서 실천하기 ESD교원직무연수 “교실을 부탁해”
ESD Teacher Training
● 시민이 직접 세자트라 강사로! ESD강사양성과정 “나도 강사다”
Training for ESD civic activists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과정
Training for Youth Green Leader 2018

개인의 성장과 나눔지원 Personal Growth &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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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성 계발지원

누구나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The 11th Bridge To the World

브릿지투더월드는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지역인재를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해결방안을 찾는 소중한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한마당’을 통해 일반시민과 함께 활동 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청소년문제해결

청소년에게 통영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국내탐방 및

해외탐방을 통해 더 넓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1기를 맞이한 브릿지투더월드는 ‘누구나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란 주제로 47명의 통영청소년이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정무역, 세대갈등, 유기 동물, 청소년의 정치

얻었으며, 9월에는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는 ‘브릿지투더월드
가졌습니다. 2019년 1월에는 세상탐방팀으로 선발된 3팀은

독일 루르RCE, 말레이시아 세머넌정RCE 및 이스칸다르RCE,
일본 오카야마RCE를 방문하여 각 팀의 주제인 공정무역,

세대갈등, 교내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익히고
더 높은 수준의 실천사항들을 개발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8개의 팀들이 통영 내 공정무역 지도 만들기,
현수막 장바구니 나눔, 플리마켓 개최 등 실천사항들을

브릿지투더월드 한마당 부스운영

브릿지투더월드 국내탐방

브릿지투더월드 해외탐방

“각기 다른 학교와 학년인 팀원들과 의견이 달라 부딪힐 때도 있었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완전히 대립되는 생각을 포용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건 ‘어른’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년도 꿈꾸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에
감동받은 1년이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1년 동안 잘 가꿔온 새싹을 지역사회 곳곳에서 키워가고 싶습니다.”
세상탐방

스트프

하나씩 실행해 나감으로써 통영 내 다양한 변화와 이슈들을

팀명

진행하였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지속가능발전과

지난 11년 동안 76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203명의

문제 현안을 탐구를 위한 12회의 상반기 정규교육 및 다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브릿지투더월드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지역 서울 / 독일 루르
팀원 이수현, 김길현, 김연우, 김나현

참여, 다문화, 학교 내 성평등, 교내 쓰레기, 의류 낭비 등

사회,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세계시민, 통영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전문강의와 지역의

소규모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팀별 주제로 서울,

인천, 안산, 부산 4개 도시로 국내탐방을 다녀와 주제에

만들어냈습니다.

통영청소년이 해외탐방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제 어떻게 하면 통영 내 공정무역을 퍼뜨릴 수 있을까?
기간 2018. 7. 23. ~ 7. 24. / 2019. 1. 12. ~ 1. 21.

9년 연속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로 인증
받고 있습니다.

팀명

유성매직

주제 어떻게 하면 학교 및 학교 근처에서 재미있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까?

기간 2018. 7. 26. ~ 7. 28. / 2019. 1. 12. ~ 1. 21.
지역 서울 / 말레이시아 세머넌정 및 이스칸다르
팀원 김무성, 이정례, 김나은

팀명

그릿

주제 어떻게 하면 청소년과 노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기간 2018. 7. 31. ~ 8. 1. / 2019. 1. 25. ~ 1. 31.
지역 부산 / 일본 오카야마

팀원 손현배, 박세은, 김민성, 김유찬, 김효은, 김연지
브릿지투더월드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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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성 계발지원

지역탐방
팀명

C.G.

주제 어떻게 하면 통영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

기간 2018. 7. 25. ~ 7. 26.
지역 서울, 안산

팀원 조혜진, 유영진, 최민영, 허다인, 김혜현

팀명

각양각색

주제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여보자
기간 2018. 7. 30. ~ 7. 31.
지역 서울
팀원 공예령, 이수아, 허수아, 정은재, 강영경, 이하연

통영청소년들의 건전한 진로관 형성을 위한
제4기 나를 찾는 여행학교
Special Journey to find myself-Free semester system
나를 찾는 여행학교는 자유학기제를 맞은 학생들이 지속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지속가능한 그

해 알아보는 찾아가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

대해 직접 체험을, 꿈길콘서트에서는 세상을 선하게 변화

가능한 직업관과 직업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에 대
로 입학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그린잡체험, 꿈길콘서
트, 졸업식으로 구성된 1학기(1년) 교육과정 입니다.

제4기 나를 찾는 여행학교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관내 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2,397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입학식에서는 진로와 직업

팀명

린잡체험에서는 지속가능한 물, 숲, 쓰레기, 식량 자원에
시키는 직업인 7명을 만나보는 기회를, 그리고 졸업식에
서는 미래사회와 지속가능한 직업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7월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교육기부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루시

주제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간 2018. 7. 30. ~ 7. 31.
지역 서울
팀원 김해송, 강자현, 이나경, 박지선

팀명

지성

주제 어
 떻게 하면 학교 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까?
기간 2018. 8. 2. ~ 8. 3.

“꿈길콘서트를 통해서 국제협력 파트의 유네스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를 실현하며 세상과 함께 사는일’
이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직업인을 만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긴하지만 직업을 가질때는 월급은 많이 중요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사회적기업 제리백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위한 행복한 삶보다 누군
가를 위한 행복한 삶이 힘들지만 값지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역 서울
팀원 이가영, 성수연, 이원영, 심지연, 김예진, 최윤서

팀명

Alter

주제 어
 떻게 하면 통영청소년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을까?
기간 2018. 8. 8. ~ 8. 9.
지역 서울
팀원 오선빈, 김찬영, 김민재, 이수민, 신예진, 김지현

꿈길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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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기회 장학사업

특별분야 장학사업

Bae-Um-Ma-Sil- Island Literacy Class

2018 Tongyeong Talent Scholarship

도서 지역 어르신들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섬 배움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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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의 도시 통영의 맥을 이어가는
2018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지난 날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과 설움을 뒤로 하고

2018년은 교육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졸업식을 진행하였

김춘수, 윤이상, 김상옥, 전혁림, 박경리 등 다양한 예술

들은 통영시민에게 장학금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신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및 지속가능한

하는 7명의 학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고자 문학, 미술, 음악, 체육 등의 분야 통영 청소년들에게

걸쳐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늦게라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섬 어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사량도 돈지마을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 교육,
학교현장학습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으며 곡괭이 대신 잡은 3년간의 연필로 새로운 삶을 시작
우리섬배움마실을 통해 2009년부터 17개 마을 210명의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수료하고 글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까막눈이였던 내가 이제는 은행, 병원을 가도 이름 석 자를 쓸 수 있어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하루에 한 글자씩만 배워가라던 선생님의 노력에 제가 이렇게 글도 당당히 읽고 졸업식 소감도
말해보는 호사를 누립니다.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섬배움마실 졸업식

인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예향의 도시 통영의 맥을 이어나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75명의 지원자 중 35명에게 8,000만원의

자신의 재능을 시민들과 나누는 ‘재능기부활동’을 2년에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생의 지속적인 관리 및 통영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영시인재육성장학생

“앞으로도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통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꽃을 피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장학금 수혜자로서 예술적 가치, 교육적 가치로 환원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수여식

통영시인재육성장학생 재능나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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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야 장학사업

코발트 통영바다를 닮은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2018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
2018 Tongyeong Youth Art Academy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는 예향의 도시 통영의 맥을 이어

다녀왔습니다. 문학분야는 글쓰기의 기초, 묘사, 은유,

예술분야 마스터 클래스를 지원하여 예술분야의 저변을

배우고, 문학특강으로 동화작가와 문학평론가를 만나

가고자 문학, 미술 분야에 재능 있는 통영청소년들에게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2018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는 5월 29일 콘테스트를

상상의 우회 생각을 키우는 방법을 지역의 문학가로부터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학기행으로 박경리 문학관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거쳐 미술분야 37명, 문학분야 23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였

제3기 통영청소년문학아카데미는 11월 2일 수료식을

아카데미, 문학분야 마스터클래스로는 제3기 통영청소

청소년문학아카데미는 11월 17일 수료식을 끝으로 작품

습니다. 미술분야 마스터클래스로는 제6기 전혁림청소년

년문학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미술분야는 도자기
수업, 시아노타입, 금속공예, 민화, 업사이클링 등 지역의

미술작가들과 함께 6개월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문화
탐방으로는 서울 예술의전당의 ‘오!에르베튈레’전시회를

끝으로 ‘하늘을 훔친 쌍둥이자리’ 문집을, 제6기 전혁림
집을 발간해냈습니다. 또한 개천예술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통영시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의 예술분야 저변확대에 괄목한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구름 한 조각

엄마 달

파란 하늘에

하늘에 달이 떠 있다

저 많은 구름조각

둥근 이마가 엄마를 꼭 닮았다

김찬혁 / 통영초등학교

뭉게뭉게 구름조각들
하나 정도 없어져도 모를 거야

통영청소년문학아카데미

별보다 빛나는 엄마 달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밤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달

미술시간 솜뭉치로 가져가야지

악몽에서 나를 꺼내주는 꿈의 수호자

구름 한 조각 떼어다가
맑고 눈부신 하늘

뭉실뭉실 하얀 구름조각들
저 많은 구름조각

하나 정도 가져가도 이해해 주겠지
나 혼자 살포시

구름 한 조각 떼어다가

내일 아침 빵 구워 엄마 드려야지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환하게 나를 이끄는 달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달이 떠 있다
우리는 각자 엄마 달을 가지고 있다

달은 혼자서 볼 수 없지만 나만의 것이 된다
엄마 달도 곱게 웃으며 모두를 바라본다
가끔 안개와 구름이

엄마를 가릴 때도 있지만

달은 언제나 제자리를 지킨다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말없이 응시하는
시선 하나, 시선 둘

“전혁림청소년아카데미 문화탐방으로 프랑스의 에르베 튈레 전시회에 가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림
들의 특징을 알아오게 된 활동이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특유한 그림들을 보고 ‘아, 이런 방법으로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제 상상과 생각을 더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 그림이
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는 말처럼, 항상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움, 특이함, 신기함, 즐거움의 표
현들이 보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꿈들이 저는 예술의 상상과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혁림청소년아카데미

박기랑 / 한려초등학교

민화

박소은 / 통영여자중학교

민화

이창준 / 유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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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감기

나의 태생은 여름

하늘의 얼굴에 열이 올랐다

이나연 / 충렬여자중학교

겨울과 봄 사이 어디쯤
밤하늘 떠있는 너를 잡아

평생학습 평생나눔
천유정 / 충렬여자중학교

모두가 예쁘다고 반복할 뿐 그를 식혀주지 않는다

검지로 점을 이어나가면

하늘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던 유성 두 개

지구는 둥글고

하나는 아래로 떨어지고

보이는 카스토르와 폴룩스
너는 항상 그 자리
우리를 보고 있다

폴룩스가 하늘의 별이 될 때
따라서 별이 된 카스토르
나란히 이어져 있는 선

낙서를 하면 은하수가 되어 빛이나
하늘에서 웃어줘
외롭지 않게

너의 곁을 맴돌게

겨울과 봄 사이 어디쯤

움직임이 유별났는지 기침을 하고 만다
하나는 어딘가로 숨어버린다
내 몸을 돌아다니는 숨은 행성
마주치는 것들은

어디서 터져버릴지 몰라
어깨쯤 만난 은하수 무리가
별과 함께 떨어져 나온다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치는
2018 알씨이학교
RCE School 2018

알씨이학교는 ‘평생학습, 평생나눔이 실천되는 지속가능한

가르치지않는학교, 우리의 전통 시조를 즐기면서 익히는

가을 연 3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학습강좌입니다.

편견과 오해 등 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세계시민으로 성장

도시 통영’을 슬로건으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봄, 여름,

2018 알씨이학교는 기획강좌 9강, 통영시민 누구나 강사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누구나강좌 3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연에서 뛰어놀며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시와 이야기가 있는 감성놀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할 수 있는 먼나라 이웃나라 수업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

하는 214명의 통영시민에게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만족스럽고,
생활에 활기가 생겨 좋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은하수

우주 한구석 달을 만들어내고
하늘에 집착하던 별은

새로운 은신처를 찾았을까
달 옆 처녀자리가 유독 빛나는 밤이다

디자인

서혜교 / 진남초등학교

민화

유수정 / 통영중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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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지않는학교

가르치지않는학교

먼나라이웃나라

엄마의 청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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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평생나눔

평생학습 평생나눔

Supporting of learning of ESD

Gang-Mi Hee’s art camp in Tongyeong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성인학습동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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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생각을 변화시키다
무용가 강미희와 함께하는 아트캠프 통영

성인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그 결과 전통 시조창의 전승 및 교육을 목표로 하는 통영

제1회 아트캠프 통영은 강미희 대표와 세자트라숲이 협력

아트캠프 통영프로그램은 일본 유명 퍼포먼스 예술가와의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합니다.

동아리, 지역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토론 및 행동할 시민을

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배우고 소통하며 참여자 모두가

또한 자연 속에서 유연성 리듬훈련을 함께 진행하며 숲에

통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인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2018 성인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중 기아종식·양질의 교육·성 평등·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산업화 및 사회기반시설·해양생태계

보존 등 6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성인학습동아리를 대상

정가보전회, 통영 요트세일링 활성화를 위한 요트학습

양성하는 통영시민학교, 비폭력대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린마을, 양성평등의식향상교육을 주제로 하는 동행 등

5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동아리 취지에 맞는 활동을 진행

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일반인을 대상

함께하는 공동 작업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통해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서의 명상시간을 가지며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영 RCE의 성인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강사님들을 초대하여 전문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고, 저희들의 이야기가 깊어져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린마을

동행

통영시민학교

통영정가보전회

“움직이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못해봤던 움직임을
해보아서 어렵기도 했지만 하고나니 개운하였습니다.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트학습

아트캠프 통영 활동

아트캠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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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양성

지도자양성

ESD Teacher Training

Training for ESD civic activists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교실에서 실천하기
ESD교원직무연수 “교실을 부탁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원직무연수 “교실을 부탁해”는 경상

남도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발전교육(ESD)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

감수성 향상, 세계시민교육의 이해를 주제로 선정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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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세자트라 강사로!
ESD강사양성과정 “나도 강사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는 배움과 나눔의 미래, “나도 강사다”

있게 배워, 고급과정을 통해 통영RCE세자트라숲의 상설

가능발전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ESD 전문

교재실무를 교육·시연하여 실제 세자트라숲에서 강사

는 세자트라숲을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의 교육생에게 지속

목표(SDGs)를 통해 교실과 교과에 적용 할 수 있는 사례를

2017년부터 경상남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수

니다.

직무연수는 2017년 56명에 이어 2018년 56명이 수강

입문, 중급, 고급과정으로 구성된 “나도 강사다”의 입문

“2018년 나도 강사다”를 통해 17명의 세자트라 강사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였고, 99% 연수 내용에 전반적으로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중급과정에서는 적정

한 4,374명의 교육생을 직접 교육하였습니다.

배우는 체험 중심의 1박 2일 숙박형 교사연수 프로그램입
“2018년 교실을 부탁해”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핵심가치와
개념이해를 정립하는 기본강좌와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중 사전 수요조사에서 요구가 높았던 젠더

분야교원직무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한 ESD교원
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96% 연수를 통해 해당 분야의
만족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짧은 연수 기간이지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교실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지구를 사랑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세자트라숲에 감사드립니다.”

ESD교원직무연수 수업

ESD교원직무연수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프로그램 7종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구 및

과정에서는 21세기 화두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술, 물의 분배, 해양생태계, 숲과 생태계에 대해 깊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배출되었으며, 이들이 지난 한 해동안 세자트라 숲을 방문

“제가 만나는 아이들과 우리 지구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민강사 심화과정 그룹수업

시민강사 심화과정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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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과정
Training for Youth Green Leader 2018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과정은 통영 초등학생들이 지속가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6월 20일 ~ 6월 22일, 9월 12일 ~

축탐방, 연대도 탐방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구온난화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능한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체험, 친환경건
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획

13일, 10월 10일 총 6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

된 연대도에코아일랜드탐방 프로그램입니다.

그 결과 관내 초등학교 5개교 632명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자가발전에너지체험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 만든 솜사탕,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에너지 사용을

태양열로 구워보는 쥐포, 에코센터 내 지열, 패시브하우스

건축, 옥상녹화 등의 친환경건축탐방, 아름다운 연대도 탐방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주민들이 모습을 통해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

02

교육기관의
성장과 나눔지원
Growth of Education Institutes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열린학교 ESD보급 Spreading ESD in School Education
●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지속가능한 교사네트워크 제10기 학교교육위원회
The 10th Formal Education Committee
● 생각을 나누어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2018 제3기 RCE동아리
RCE Tongyeong Youth network

“태양열로 익힌 쥐포를 맛보고 자가발전자전기로 생산한 에너지로 달콤한 솜사탕을 만들어 보는 신재생에너지
체험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연대도 바닷가에 발을 담구고 불어오는 바람에 흐르는 땀을 식혔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대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그린리더

청소년 그린리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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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 ESD보급

열린학교 ESD보급

The 10th Formal Education Committee

RCE Tongyeong Youth network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지속가능한 교사네트워크
제10기 학교교육위원회
학교교육위원회는 교실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교사 네트워크입니다. 1학교 1ESD담당
교사를 지정하여 분기별 모임을 통해 학교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실천하고 확산 할 수 있도록 세미나, 워크숍,
공동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0기 학교교육위원회는 57개교 58명의 ESD
담당교사와 6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4월 11일

ESD담당교사 위촉식, 6월 30일 통영-페낭RCE 교사

협력연수, 11월 7일 통영ESD국제포럼 교육분과 세션

분과미팅 그리고 12월 19일 RCE회의 참가 사례발표 및
마무리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활동 ESD교사를 추천받아 호주 시드니RCE에서

개최된 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RCE회의, 필리핀 세부
RCE에서 개최된 11차 세계RCE총회에 총 3명의 교사가

생각을 나누어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2018 제3기 RCE동아리
RCE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

끝으로 한해를 알차게 채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발한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한 해 동안 각 학교 동아리별로

쓰레기 치우기 활동, 전혁림 미술관 힐링 프로그램, 노인

학교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
유네스코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개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와 실천력으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양
인식 개선 프로젝트, 생태 텃밭운영 등 학교뿐만 아니라
통영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위원회의 10년간의

올해에는 동원고등학교, 충렬여자고등학교, 충무고등학교,

RCE동아리 결과 보고회에서 충렬여자고등학교는 경천

에서 최우수 프로젝트상을 받은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6개교 356명의 동아리원이 함께하였습니다. 3월 31일

노적성해상, 통영고등학교는 기산심해상, 통영여자중

활동을 인정받아 UN대학에서 주최하는 2018 RCE어워드

통영고등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 통영여자중학교 총
RCE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월 교육장터, 7월

업 사 이클링교육, 11월 통영ESD포럼 교육분과에서

청소년 사례발표, 12월 22일 RCE동아리 결과 보고회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영은 교육 트렌드를 이미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세자트라숲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풍성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제10기 학교교육위원회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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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RCE-페낭RCE 협력교사연수

동지상, 동원고등학교는 무한불성상, 통영여자고등학교는

학교는 유지경성상을 받으며 한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한 해였습니다.

“학창시절을 되돌아보았을 때 RCE동아리를 통해 세자트라숲에서 활동하였던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바쁜 학업
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힘들기도 하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장터에서 우리끼리 부스를 운영한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RCE동아리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CE동아리 교육장터R 참여

RCE동아리 전체오리엔테이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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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까지
From Local to Global

<단박에한국사> 심용환 작가와 함께하는
2018 제2회 대학생 역사학교
Youth History School 2018

대학생 역사학교는『단박에한국사』,『역사전쟁』,『헌법의

실천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역사클래스에서는

2박 3일간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역사’와 ‘통영’ 그리고

혁명, 6월항쟁 등 주요 역사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상상력』의 저자 심용환 작가가 대한민국 청춘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대학생 인문관광프로
그램입니다.

올해 대학생 역사학교는『단박에한국사 현대사편』을 주
교재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전국의 대학생

40명과 함께 역사클래스, 통영역사투어, 지속가능한 생활
1. 교육관광 인프라구축 Edu-tourism
● 단박에한국사 심용환 작가와 함께하는 2018 제2회 대학생 역사학교
Youth History School 2018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세자트라숲 현장체험학습
Sejahtera Forest ESD Field Study
● 간단한 체험으로 쉽게 알아보는 지속가능성!
통영RCE세자트라숲 일일체험 프로그램
Daily experience in Sejahtera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 체험의 장
제3회 통영RCE세자트라숲 개장기념 “교육장터R”
The 3rd Sejahtera Education Market R

심용환 작가와 함께 6.25전쟁이후부터 이승만정권, 4·19

통영역사투어에서는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삼도수군 통제
영지, 거북선 및 판옥선, 서포루를 방문하여 통영의 역사를

알아보고 통영의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통영RCE세자트라센터에서 3일간 머무르며 지속가
능발전교육강좌, 빈그릇 운동, 3단설거지, 자기컵 사용 등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배웠습니다.

“공대생이었던 저에게 아주 인상 싶었던 캠프였습니다. 수능 한국사 공부도 하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역사
수업을 깊고 자세하게 들은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역사뿐만 아니라 통영의 지난 시간들과 이곳이 이루어낸 것들,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고 배우며 단순히 옆 동네 도시였던 이 도시의 인식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풀뿌리 지혜 보전 Grassroots Wisdom Preservation
● 풀뿌리 지혜 보전 지속가능한 삶의 씨앗 시리즈 출판사업
Publish books for preserving local wisdom

3. 글로벌 ESD확산 Global ESD Network
● 제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RCE회의 참석
The 11th Asia-Pacific Region RCE Meeting 2018
● 제11차 세계RCE총회 참석
The 11th Global RCE Meeting 2018
● 지
 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제3차 유네스코 GAP파트너 기관 회의 참석
UNESCO GAP Key Partner Network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논의의 장 제10차 통영ESD국제포럼
The 10th Tongyeong ESD International Forum
4.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 강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생태공학에 관한 연구
제4기 세자트라 펠로십 프로그램
The 4th Sejahtera Fellowship
●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자트라 레지던시 프로그램
Sejahtera Residency Program

통영시티투어

대학생 역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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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ahtera Forest ESD Field Study

Daily experience in Sejahter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세자트라숲 현장체험학습
세자트라숲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생태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자 유·

초·중·고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현장체험학습 프로

중요성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체험으로 쉽게 알아보는 지속가능성!
통영RCE세자트라숲 일일체험 프로그램
통영RCE세자트라숲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체험형교육을

트라숲 야생화를 알아보는 숲길산책,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경험 및 여가문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 시민을

습니다.

통해 잠재된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자트라 현장학습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특히 환경문제의 하나인 기후변화와 생물종다양성, 해양

으로 4,374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성과를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국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캔들 만들기, 통영바다 쓰레기를 활용한 씨글라스목걸이

생태계,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꿈꾸는 리더로 성장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환경의

총 68개 학교 및 기관의 관내·외 유·초·중·고등학교 대상

바탕으로 2018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제32차 환경교육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 아파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종이컵이 아닌 제가 만든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집으로 돌아가서도 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생각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SD현장학습

ESD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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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체험형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입니다.

나만의 컵만들기, 환경을 생각한 천연모기 기피제, 천연

만들기, 통영 전통을 배워보는 누비 컵받침 만들기, 세자

트리 만들기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학교 및 단체에 속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었던 ESD 프로그램을 가족 및 친구들과
쉽게 체험해볼 수 있어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강사와 함께 당일
예약으로 체험하였으며 총 8회, 2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이와 함께 세자트라숲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다음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앞으로의 세자트라숲도 기대됩니다.”

나만의컵만들기

천연모기기피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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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혜 보전

The 3rd Sejahtera Education Market R

Publish books for preserving local wisdom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 체험의 장
제3회 통영RCE세자트라숲 개장기념 “교육장터R”

풀뿌리 지혜 보전
지속가능한 삶의 씨앗 시리즈 출판사업

푸르른 5월, 통영RCE세자트라숲의 개장을 기념하여 ‘제3회

‘제3회 교육장터R’은 5개 학교 및 11개 단체가 준비한

풀뿌리 지혜 보전사업은 통영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역사와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들이 빈그릇과 3단 설거지를 직접 체험했으며, 3개 학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배움의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장터R’이 열렸습니다. 교육장터R은 지속가능발전을

쉽게 지속가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교육체험부스,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험, 어린이

장난감 벼룩장터, 가족공연 등을 열어 시민들을 초대합
니다.

16개의 교육체험부스, 4종의 먹거리 장터에서는 참가자
34명이 참여한 어린이 장난감 벼룩장터는 올해부터 어린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여 교육 자료를 도서로 출판하여

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교육의 기회를

지속가능한 삶의 씨앗 시리즈는 2014년 공모전을 통하여

알아보는 펀펀한 세계음악공연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단디 탐사기”를 출판하였고, 2016년에는 통영지역의

늘렸습니다. 또한 세계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의상을 노래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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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부엌으로 접근한 통영 섬 문화 이야기인 “통영 섬 부엌

설화를 주제로 최모림 작가가 선정되어 매물도 남매바위
설화 이야기인 “섬소년 마미”를 출판하였습니다.

“섬소년 마미”는 통영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등 시민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널리 보급되어 잊혀 가는 통영지역의 설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단어만 들었을 땐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다양한 부스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체험하고 보니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 더욱 쉽게 와 닿았습니다.”
“통영에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섬마을 소년 마미도 자연의
시간을 본능적으로 몸에 새기고 갯살림을 꾸려가는 그곳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우리고장을 우리 통영말로 창작
한 설화소설을 더욱 알기 쉽고 친근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짧은 글이지만 그림이 많아 학생들이 쉽게 책을
펼쳐볼 수 있다.”

교육장터R 행사부스

교육장터R 큰그림공연

풀뿌리문고 섬소년 마미 표지

풀뿌리문고 섬소년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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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D확산

제11차 아시아·태평양 RCE회의 참석
The 11th Asia-Pacific Region RCE Meeting 2018

제11차 세계RCE총회 참석
The 11th Global RCE Meeting 2018

RCE네트워크는 2년에 1번 세계RCE총회와 매년 각 대륙별
RCE회의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호주 광역서부시드니RCE
에서 제11차 아시아·태평양 RCE회의가 있었고, 필리핀 세부
RCE에서 제11차 세계RCE총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호주 광역서부시드니RCE가 위치
한 서부시드니대학교에서 있었던 제11차 아시아·태평양
RCE회의에 통영RCE에서는 남정희(문선초등학교 교감, 통
영RCE학교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최광수(경상대학교 해양
과학대학 교수, 통영RCE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분애(사회
적기업민들레누비 대표, 통영RCE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언지(통영RCE사무국 교육팀장), 윤여진(통영RCE사무국
PD)가 대표로 참가하여 통영RCE의 근황을 전달하고, 청소
년 분야에 브릿지투더월드를 우수사례로 발표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RCE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7일부터 9일까지는 필리핀 세부RCE가 위치한
세부대학교에서 제11차 세계RCE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약 200여명의 세계RCE 관계자가 참석하였으
며 임도헌(동원중학교 교감, 통영RCE학교교육위원회 상
임위원), 박정욱(통영시티투어대표, 통영RCE시민교육위
원회 특별위원), 김민경(통영초등학교 교사, 통영RCE학
교교육위원회 위원), 윤여진(통영RCE사무국 PD), 서보명
(통영RCE사무국 PD), 주상민(통영RCE사무국 PD), 설현
중(통영RCE사무국 PD)가 대표로 참가하여 통영RCE와
국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RCE네트워크를 증진하였고
학교교육위원회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ESD확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을 UN대학으로부터 인정받아 2018 세계RCE총회에서
166개의 RCE중에서 학교교육위원회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프로젝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각 대륙별로 참석한 대표들이 있기에 전 지구적인 시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번 세계총회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통영RCE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세계 RCE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
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세션에서 만나는 세계RCE도시 대표들 마다 통영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았다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도시’로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통영RCE가 ESD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제11차 세계RCE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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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제3차 유네스코 GAP파트너 기관 회의 참석
UNESCO GAP Key Partner Network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지역

회의에선 아직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속가능발전을

Action Programme: GAP)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및 국제사회에 확장하기 위해 국제실천프로그램 (Global

90개의 전 세계 주요기관들이 정책, 교육환경, 교사연수,
청소년, 지역사회 5가지 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ESD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통영RCE는 지역사회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 주류에 편입시키고, 사회, 환경, 경제 분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
습니다. 또한, 2019년 끝이 나는 GAP의 향후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토론하며 국제사회에 성명서의 초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3회차를 맞이한 GAP파트너기관 회의는 중남미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에서 4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지속가능발전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세계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재난재해 및 환경문제를 보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기 위한 초석을 그리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있을 GAP 이후 활동이
매우 기대됩니다.”

GAP파트너기관회의

GAP파트너기관회의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까지 From Local to Global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2018 ANNUAL REPORT

글로벌 ESD확산

연구개발

The 10th Tongyeong ESD International Forum

The 4th Sejahtera Fellowship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논의의 장
제10차 통영ESD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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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생태공학에 관한 연구
제4기 세자트라 펠로십 프로그램

통영ESD국제포럼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관계기관과의

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국내 지속가능발전유

통영RCE는 세계RCE도시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과

생태공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영 내 정량천

발전교육의 확산의 장을 열고자 2006년부터 통영에서 개최

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조연설과 특별강연을 통해 RCE

장려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세자트라 펠로십 프로그램을

그리고 생태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연구하셨습니다. 이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지속가능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통영ESD국제포럼은 ‘RCE와 지

속가능발전목표의 연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
며, 유엔대학고등학술연구소(UNU-IAS)의 국제기구 관계
자뿐만 아니라, 창원RCE,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광

관기관 및 경상대학교 학생 및 청소년, 일반시민 등 150여명
에 대한 개념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지속가능발
전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형식교육 및 시민교육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
한 사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시민참여 및 학교 참여를 이

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수사례 발표 및 네트워크를 형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RCE에서 아구스 마리요노

(Agus Maryono) 박사가 ‘강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 복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정량천의 생태천 복구사례를 욕자카르타의 강 복원사업에

접목시키기 위해 향후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논문은 2019년도 상반기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영에선 만나보기 힘든 다양한 연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
할 수 있어서 의미 깊은 포럼이었습니다. 또한, 보통 포럼 등 행사에 참여하면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두꺼운 책자 대신 인터넷
을 통해 필요한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어 참신했고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던 점도 색달랐습니다. 지속가능교육에
대한 이론 및 사례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한 실천사항들을 몸소 경험 할 수 있는 포럼이라 더욱 유익했습니다.”

통영ESD국제포럼 분과세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비교 연구를

통영ESD국제포럼

“인도네시아 내 지속가능한 강을 만들기 위해 20년간 연구를 진행해온 저에게 통영에서 의 하천 연구는 매우
의미 깊었습니다. 인공적인 재료 대신 나무와 돌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강을 복원하는 생태학적 부분과 꾸준한 봉사활동
과 지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태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을 보며, 통영의 강은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강 복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생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3요소를 두루 갖추어 진행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
니다. 아직 인도네시아는 자연적인 복원보단, 인공적인 복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통영에서의 배움을
국가기관 및 여러 시민단체와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통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오랫
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펠로십 전문가 인터뷰

펠로십 현장방문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까지 From Local t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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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자트라 레지던시 프로그램
Sejahtera Residency Program

세자트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올해는 짜투리 나무와 타일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수업,

가가 세자트라숲에 머물면서 자신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통영RCE세자트라숲 홍보 진단,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자, 예술가, 작가 등의 전문
거주기간 동안 통영시민에게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공유
하는 배움과 나눔의 가치실현 프로그램입니다.

사량도 돈지마을 할머니들의 졸업사진과 동백사진 촬영,
들을 위한 힐링의 아트캠프 등 총 4차례 레지던시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15명의 일반시민
들이 세자트라숲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짜투리 나무와 타일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수업을 통해 무심코 버려져 쓰레기가 되는 자원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중 보았던 카시트로 만든 백팩, 소방차의 호스를 이용해 만든 가방을 보며 필요 없는 물건도 다른
쓰임새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습관을 기르고자 합니다.”

배움마실 졸업사진 촬영

업사이클링 사진전

레지던시 업사이클링 수업

레지던시 예술공연

04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조성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ESD

1. 통영RCE세자트라숲 운영 Management of RCE Tongyeong Sejahtera Forest
● 시설종합관리
Facility Management
● 녹색생활체험동 관리
Residence Management
● 텃밭 조성
Sejahtera Farming
● 숲 생태 관리
Forest Eco-Management
● 쓰레기 발생 억제와 음식물 자체 처리 폐기물 제로
Waste Zero System
● 효율적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제로
Energy Zero System
● 자연과 공존을 배우는 세자트라 시민텃밭
Learnig to Coexist with the Nature Sejahtera Garden
● 시설조성 및 인테리어
Development and interior of facilities
● 세자트라숲 안내판 설치
Sejahtera Information Boards
● 세자트라 화원
Sejahtera Flower Garden
● 꿀벌 관리
Beekeeping for Sustainable Forest Ecosystem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조성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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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RCE세자트라숲 운영

통영RCE세자트라숲 운영

Facility Management

Residence Management

시설종합관리

녹색생활체험동 관리

세자트라숲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토목, 설비, 조경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 시설의 법적 관리가 필요한 방역과
물탱크 청소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자트라숲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화재, 재난, 기타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안
전교육과 소방실습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자트라숲 전체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진입부 차량 차단기 운영, 안전 난간대 설치, 공간별

기간

2018. 1. ~ 2018. 12.
내용

방역 연중 6회
물탱크 청소 연중 2회 시행
목재 시설물 오일스테인 자체 도색

구급함 배치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생활체험동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배우기 위한 공간으로 에너지 절약과
개인컵 사용, 일회용품 자제, 적정기술 제품 배치 등 이용객이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뱀)과 지네 같은 곤충
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객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녹색생활체험동 103호 진입로에 디딤석을 설치하였으며, 104호,

105호 테라스 공간에 야외 테이블과 벤치를 설치하여 세자트라숲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105호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김재홍

교수의 기증작품 4점을 설치하여 보다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1~2월에는 에어컨 필터 청소와 실내 공기 정화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청소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부품 수리 및 파손된
블라인드를 교체, 무선 인터넷 수리 등 편의시설 유지 보수에 힘썼으며, 외부
공간과 옥상의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방역

44 ㅣ 45

물탱크 청소

오일스테인 도색

아고라 난간대 보수

산책로 데크 보수

옥상 수전 교체

소방 안전 교육

소화전 실습 교육

소화기 현장 교육

블라인드 보수

액자 설치

103호 디딤 석 설치

옥상 제초

기간

2018. 1. ~ 2018. 12.
대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숙박객
장소

녹색생활체험동 및 3층 숙소
내용

숙소동 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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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ahtera Farming

Forest Eco-Management

텃밭 조성

숲 생태 관리

세자트라 텃밭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안전한 먹거리와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장입니다. 텃밭은 총 5구역에서 배추, 목화,
도라지, 벼, 연꽃 등을 재배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랭이논에서는 우렁이 농법을 접목한 논농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초등학교 2
개교, 고등학교 1개교, 세자트라 시민텃밭 참가자 등 50여명과 함께 모내기부터

추수, 탈곡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수확한 벼는 쌀강정으로 만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9월 초에는 김장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12월 김장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충렬여고와 동원고 자원봉사

학생들이 참여하여 배추 300포기를 김장하여 인근 마을 경로당과 요양원 등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B,C구역

엽경채류, 과채류, 근채류
●

●

●

김장채소 재배 및 수확

양파, 마늘 재배 및 수확
도라지 재배

D구역
목화
●

가르치지 않는 학교 학생
목화 파종 및 수확

기간

2018. 1. ~ 2018. 12.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및 통영시민
200여명
장소

세자트라 텃밭 B ~ F구역

세자트라숲의 생태환경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여

또한 연중 제초 및 수로 정비를 통해 이용객의 동선을 확보

할 수 있는 생태교육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도로공사에서 버려지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공원을 만들기 위해 제초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천적을 이용한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자트라숲 제초용역

하고 있으며,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을 추진
수목을 이식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연못 및 습지 정비

내용

구역별 텃밭 개간 및 재배 수확

E구역

다랭이 논
●

●

●

●

●

다랭이논 손 모내기
토종 우렁이 방생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F구역
연꽃
●

●

토종 우렁이 방생

연잎차, 연화차 활용

제초 용역

물길 정비

수목 이식을 통한 경관 조성

태풍 피해 복구

낫을 이용한 추수 및 탈곡
쌀강정 나눔

잔디광장 동백 이식

과실수 수확

수확 및 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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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만들기

매실 수확

센터 중앙 감나무 이식

배수로 피해 복구

앵두 수확

연못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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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Zero System

Energy Zero System

쓰레기 발생 억제와 음식물 자체 처리
폐기물 제로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자트라센터

내에 폐기물 배출을 ‘0’으로 하는 폐기물 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폐기물 제로, 음식물 배출 제로 시설 구축을 목표로 시행했었다면
2018년에는 지렁이 퇴비장 내에 지렁이들이 양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폐기물
시설 공간 보수와 조성에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 2018년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중
30.2kg을 지렁이 퇴비장과 음식물 처리기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발생량 측정

발생량

종량제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2018년 1~12월 평균

11.1/주

16.6/주

2017년 대비 변화추이

11% 증가

13% 감소

2018년 1~12월 총량

579.12

2017년 1~12월 평균

음식물 처리량

10/주

863.9

지렁이퇴비장(kg)

음식물 처리기(kg)

9월

3.128

3.296

8월

10월
11월

1.751
4.796
3.268

효율적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제로
기간

2018. 1. ~ 2018. 12.
대상

직원, 숙박객, 교육생, 방문객 등
내용

생산, 소비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수거, 업사이클링 등을
활용한 폐기물 제로

대상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소비

직원, 숙박객, 교육생, 방문객 등

전기량을 분석해 자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월별로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여
주요 발생 원인과 계절별 특성을 분석하여 에너지 이용량을 줄이는 대안을 찾아

내용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기존 전기 요금과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전기 요금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전기 사용률 분석 등

비교한 결과 변경 시 전기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요금제 변경을 시행
하였고, 올해 약 600만 원 가량 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 공간에 공기순환기(에어서큘레이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였

- 3~7월 선선한 날씨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줄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음
- 8월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 에너지 자립률이 24%로 낮음
- 9월 우천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줄었음. 그로 인해 20%로 최저치 에너지 자립률을 기록
- 총 에너지 자립률이 전년대비 24.9%에서 0.2%로 오른 25.1%를 기록함

2018년 에너지 자립도

현재 세자트라센터 내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직원 대상으로 분리수거

30000

사무실 분리수거 항복 추가

25000

24925.5

24097.1

20000

하는 인식을 가지게끔 하였습니다.

발전량

22647.9

21103.9

18899.3

사용량

19598.9

자립률

23798.2

25205.8

자립률 25.1%

21204.5

22110.9

10468

21,642.7

15000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교육생과 방문객들이 15% 증가하여 종량제 쓰레기양이

10000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분리수거 쓰레기 발생량은 약 12% 감소하였

습니다. 상근 인력들의 분리수거 습관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었고, 여러 방법으로

5000

방문객들의 분리수거 안내가 필요하였습니다.

0

2019년에는 지렁이 퇴비장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방문객에게 음식물 쓰레기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에너지 자립률 분석

5.894

줄이게끔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세자트라센터 내에 방문할 때는 텀블러를 지참해야

2018. 1. ~ 2018. 12.

(경부하, 중간부하)에 맞춰 냉난방기 사용을 권장해 전기사용량을 절약하였습니다.

3.236

시행하였고, 방문객 대상으로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과 일회용품 사용을

기간

제로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을 알리고,

만들어 무분별한 냉방기 사용을 줄였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 부하 단계별 시간

4.108

생활화 및 일회용품 사용 금지, 사무용품 리필제품이나 친환경 제품 사용 운동 등을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줄여 나가고자 에너지

으며, 오전 시간 건물 환기 및 통기성 있는 복장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안을

16.6/주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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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퇴비장 음식물 처리 중

30%
25%
20%
15%

5352

1월

21%

5493

2월

23%

5953

3월

26%

5989

4월

28%

5239

5월

28%

5612

6월

29%

6468

7월

27%

5942

8월

24%

4226

9월

20%

6103

10월
28%

2278

11월
22%

4,789

12월
22%

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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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공존을 배우는
세자트라 시민텃밭

시설조성 및 인테리어
Development and interior of facilities

Learnig to Coexist with the Nature Sejahtera Garden

세자트라센터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센터 내 수변

제3기 세자트라 시민텃밭은 학교 및 기관 단위 6팀 126명, 가족단위 57팀 179명
총 63팀 30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시농업 육성사업(도시텃밭) 선정
되어 총 72구획 중 32구획은 텃밭 틀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분양하였고, 틀

설치로 텃밭의 영양분 손실 방지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3월 24일
4월 28일
5월 26일

6월 ~ 12월
10월 13일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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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8. 1. ~ 2018. 12.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및
통영시민 305명
장소

세자트라 시민텃밭 오리엔테이션

세자트라 시민텃밭 강의 (지렁이 이야기)
세자트라 다랭이논 모내기 체험
유기농 제제 배포

세자트라 다랭이논 추수 및 탈곡 체험교육

세자트라 텃밭 A구역
내용

총 86구획 – 1640㎡, 구획 당 10㎡
분양자들의 자율적인 재배

공간 주변에 있는 6개의 돌조각에 커버를 씌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시물과 안내문의 집중

도와 가시효과를 증진하고자 스폿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센터 내 소모성
물품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빈 공간에 물품 보관실을 조성하여 물품 보관 및
불출 관리를 용이하게끔 하였습니다.

세자트라숲 외부 공간에 노후된 시설교체와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공원 방문객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녹색

생활체험동 외부에 이용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난간대를 설치하고, 식당에서

텃밭으로 향하는 동선에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습지 데크의 노후된 펜스
로프를 교체하였고 해안가 익수사고 방지를 위해 인명 구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간

2018. 1. ~ 2018. 12.
장소

세자트라센터 내부,
세자트라숲 공간
내용

세자트라센터 각종 편의 시설 및
창고 조성, 세자트라숲 각 공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세자트라센터 각종 시설 조성

다랭이논 쌀강정 나눔

수변공간 돌조각 커버 설치

세자트라숲 외부공간 조성

간접 조명 설치

지하 비품 창고 설치

텃밭 틀
식당외부 텃밭 데크 설치

녹색생활체험동 난간대 설치

습지 데크 펜스 로프 교체

해안가 인명 구조함 설치

시민텃밭 오리엔테이션

텃밭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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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RCE세자트라숲 운영

Sejahtera Information Boards

Sejahtera Flower Garden

세자트라숲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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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트라 화원

세자트라숲을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용 편의를 모색하고 행동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적절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많은 이용객
들이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숲을 아끼고, 자연과 공존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픽토그램을 접목해 안내판을 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외부 공간 이용에 대한 안내판 위주로 설치하였다면 올해는 세자트라

센터 내부 공간과 녹색생활체험동을 중심으로 6곳 15개의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추가로 수서체험동 옆에 음수대 위치 안내와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판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기간

2018. 4. ~ 2018. 6.
장소

세자트라숲, 세자트라센터,
녹색생활체험동
내용

공원 이용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세자트라숲 여러 공간에 계절별로 감상할 수 있는 토종 야생화 화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계절의 변화를 자연을 통해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봉과 연계하여 꿀벌의 증식과 생태계의 순환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센터 측면 공휴지 500㎡를 개간하여 대규모의 화원을 조성하였
습니다. 상부의 물길을 유도해 중심부에 연못을 조성하고, 은방울꽃, 금낭화 등 4종의

야생화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강좌를 통해 각종 폐기물들의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화원을 조성하여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수변공간 안내판

자가발전 놀이기구 안내판

세자트라 화원 조성

세자트라 화원 조성

세자트라센터 층별 안내도

음수대 안내판

세자트라 화원 조성

업사이클링 화원

기간

2018. 3. ~ 2018. 11.
장소

세자트라숲
내용

다양한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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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관리

Beekeeping for Sustainable Forest Ecosystem
환경오염, 농약 살포, 각종 화학약품 사용 등으로 사라져

센터에서 진행하는 농업인대학 양봉과정을 수료하여

생태에서 충매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꿀벌을 관리하여 숲

장터에서는 수확한 꿀을 활용하여 천연 꿀 차를 제공하는

가는 꿀벌의 생태계에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자트라숲
생태계의 안정성과 다양성 확보에 일조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 연간 27kg의 꿀을 수확하였으며, 통영시 농업기술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세자트라숲 개장 3주년 교육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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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조직
Organization

1.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2. 운영조직 Organization
●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 시민교육위원회 Informal Education Committee
● 학교교육위원회 School Education Committee
● 정책연구위원회 Policy&Research Committee

꿀벌 안내판 설치

양봉 내검

양봉장 그늘막 설치

농업인대학 양봉과정 수료

3. 홍보 Public Relations
● SNS Social Network Service
● 홈페이지 Web Site
● 뉴스레터 NewsLetter
● 카드뉴스 CardNews
● 영상 Video
● 언론사 홍보관리 Media Public Relations
● 방송사 홍보관리 Broadcaster Public Relations
● 찾아가는 홍보부스 Promotional Booth

4.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cknowledgement
● 2018년을 함께한 고마운 분들 Special Thanks To
● 2018년을 함께한 빛나는 진주들 ESD Program Participants 2018
● 2019년에도 응원합니다 Message of Support

운영과 조직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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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1. 손익계산서

제8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7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회사 :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회계단위 : [1000]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본사
과 목

Ⅰ. 매출액
교육사업수입
대관사업수입
출연금
민간위탁금
인재육성기금
대행사업비
외부지원사업
Ⅱ. 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Ⅳ.판매관리비
급여
성과급
제수당
퇴직급여
장학금
복리후생비
여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운영비
자산취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
재료비기타
시설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교육사업운영비
장학사업운영비
관광도시사업운영비
생태공원운영비
마을만들기사업운영비
그린리더사업운영비
성인문해사업운영비

제 8 (당)기
금 액

63,666,796
25,569,292

989,541,714

602,727,970
139,156,446
158,421,210

487,376,800
35,857,870
1,800,000
48,340,682
80,000,000
41,650,960
22,331,380
59,306,380
11,677,010
20,122,320
37,030,720
10,924,840
2,995,600
670,000
24,891,200
9,546,400
19,219,330
64,083,680
54,608,360
3,270,600
5,951,560
37,990,000
2,040,000
22,881,220
8,921,470
4,800,000
11,000,000
27,881,800
65,886,708
59,156,446
4,788,290
13,151,660

989,541,714
1,464,680,546

제 7 (전)기
금 액

79,611,485
19,263,169
505,900,000
597,282,154
151,064,737
133,021,463
10,000,000
437,320,571
8,112,270
30,470,188
80,000,000
24,990,660

28,048,720
143,281,886
11,641,350
4,800,000
8,771,000
31,855,976
75,902,287
71,192,620
14,314,250
289,856,750
32,423,730
13,713,270
5,862,135

1,496,143,008

지속가능발전교육대학운영비
수익사업운영비
행사홍보비
자유학기제위탁운영비
동피랑벽화축제운영비
강사소양교육운영비
특수분야직무연수운영비
Ⅴ. 영 업 손 실
Ⅵ. 영 업 외 수 익
이자수익
지자체출연금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기부금
잡이익
Ⅶ. 영업외비용
기부금운영
잡손실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손실

6,163,200

14,046,000
34,335,780
97,252,680
2,729,600
10,000,000
3,344,940
443,700,000
5,000,000
10,000,000
1,628,423
6,9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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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400
30,104,660
35,860,100
475,138,832
463,673,363

6,914,160
18,379,629

3,649,920
4,153,330
20,000
535,628
1,473,130
177,880

18,379,629

-111,412,185
8,358,878

1,651,010
-118,120,053
-118,120,053

2. 재무상태표
1,496,143,008
1,384,730,823

제8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7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회계단위 : [1000]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본사
과 목

자산
Ⅰ. 유동 자산
(1) 당좌 자산
제예금
(2) 재고 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 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Ⅰ. 유동부채
미지급금
Ⅱ.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운용자산
부채총계
자본
Ⅰ. 자본금
기본재산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기순손실)
당기 : 18,379,629
전기 : -118,120,053
자본총계
부채및자본총계

제 8 (당)기
금 액

545,007,966
545,007,966
545,007,966

제 7 (전)기
금 액

428,779
428,779
428,779

545,007,966

151,227,330
143,315,427

70,083,617
70,083,617
7,911,903
7,911,903
77,995,520

200,000,000
200,000,000

601,445,341
601,445,341
601,445,341

601,874,120

104,264,860
104,264,860

116,482,045
116,482,045
116,482,045
200,000,000
200,000,000

267,012,446
267,012,446

285,392,075
285,392,075

467,012,446
545,007,966

485,392,075
601,874,120

운영과 조직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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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운영조직

제6기 운영위원회
연번
구분
1
위원장
2
위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Organization

성명
최광수
최병대
이지연
조경웅
유광준
박천주
강분애
박영준
박태도
성정희
남정희
임도헌
이용민

소속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前 통영시의회 의원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지도국장
前 통영시의회 사무국장
통영수협 상무
사회적기업 주)민들레누비 대표
前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前 통영관광개발공사 본부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문선초등학교 교감
동원중학교 교감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술기획본부장

시민교육위원회 Informal Education Committee
제6기 시민교육위원회 운영진
연번
직책
1
위원장
2
고문
부위원장
3
4
5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구분
이사장
상임이사
이 사

감사
명예이사

성명
박은경
김광섭
김무찬
최 훈
최광수
임현묵
원경숙
강혜란
유광준
이배용
이달곤
이병욱
최병대
오재창
장용창
Hironori Hamanaka
Miranda Schreur

소속
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통영시 행정자치국 국장
국립경상대학교해양과학대학 학장
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통영RCE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부장
前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원장
前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前 통영시의회 사무국장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법무법인해마루 변호사
(주)오션연구소 소장
IGES 이사장, 前 일본 환경부 차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수

성명
강분애
조경웅
김상현
옥해숙
박경원

소속
사회적기업 주)민들레누비 대표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지도국장
통영인뉴스 대표
통영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통영국제음악재단 교육사업 팀장

제6기 시민교육위원회 단체
연번
단체
1
한국해양구조협회 통영구조대
2
통영국제음악재단
3
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
4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5
민들레누비
6
통영도서관
7
통영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통영지역자활센터
9
통영YMCA
10
통영YWCA
11
통영YWCA 성폭력상담소
1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통영지부
특별위원
연번
1
2
3

특별회원
정숙희
이중도
김신해

소속
前통영옻칠회
윤이상기념공원
前통영국학원

연번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단체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한산신문
통영인뉴스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통영통기타
통영시립도서관·평생학습관
통영문화원
한려투데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도남사회복지관
한려해상생태탐방원

연번
4
5
6

특별회원
이재경
박정욱
김영식

소속
前통영YMCA
통영시티투어
前해양구조단 통영지역대

운영과 조직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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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학교교육위원회 School Education Committee
제10기 학교교육위원회 운영진
연변
구분
1
위원장
2
상임위원
3
상임위원
4
상임위원
5
상임위원
6
상임위원
제10기 학교교육위원회 위원
연번
소속
1
광도유치원
2
통영유치원
3
남포초 병설유치원
4
도산초 병설유치원
5
두룡초 병설유치원
6
벽방초 병설유치원
7
사량초 병설유치원
8
산양초 병설유치원
9
용남초 병설유치원
10
원량초 병설유치원
11
원평초 병설유치원
12
유영초 병설유치원
13
인평초 병설유치원
14
진남초 병설유치원
15
충렬초 병설유치원
16
충무초 병설유치원
17
통영초 병설유치원
18
한려초 병설유치원
19
한산초 병설유치원
20
광도초등학교

성명
박영준
엄태철
남정희
임도헌
이인규
이인숙
성명
남덕임
최임수
김명숙
권석환
이정자
양지윤
이도점
임정의
차유미
김정혜
이희숙
반계련
김순미
김진미
이현숙
조미향
김인영
오지은
우경미
박선후

연번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소 속
남포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두룡초등학교
벽방초등학교
사량초등학교
산양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원량초등학교
원평초등학교
유영초등학교
인평초등학교
제석초등학교
제석초등학교
죽림초등학교
진남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통영초등학교
한려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정책연구위원회 Policy&Research Committee
연번
1
2
3
4
5
6

직 책
위 원

성명
이선경
성정희
송종진
최광수
조경웅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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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소속
前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광도초등학교
문선초등학교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통영유치원
성명
윤미란
권석환
정수진
감경준
김성재
정한조
김종숙
염미화
박정민
박민준
김현우
오경호
이종국
이기자
정영인
김형진
김도근
김민경
윤동석
김민영

연번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소 속
도산중학교
사량중학교
산양중학교
욕지중학교
충무여자중학교
충무중학교
통영여자중학교
통영중앙중
통영중학교
한산중학교
동원중학교
충렬여자중학교
충무고등학교
통영고등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
동원고등학교
충렬여자고등학교
통영잠포학교
이하여백

Public Relations
SNS Social Network Service
성명
김현배
김치도
이성희
하만호
김나연
목미자
고혜진
김미숙
강혜연
정형민
주영화
강유진
주순영
김윤이
김순희
이밝음
홍도순
김남수

페이스북 www.facebook.com/tyrce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www.rce.or.kr

유튜브 www.youtube.com/TongyeongRCE1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www.rce.or.kr/talent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rce_tongyeong

카카오톡옐로아이디 @통영RCE세자트라숲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교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SD 담당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지도국장
前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통영RCE세자트라숲 www.ecopark.rce.or.kr

브릿지투더월드 www.btw.rce.or.kr

뉴스레터 NewsLetter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사업을 홍보하고 기록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통영RCE 네트워크 회원 및 국내 유관기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행호

착량묘에서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딛다.

알誌특별호(Vol.142)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誌특별호(Vol.141)

알誌2월호(Vol.143)
알誌3월호(Vol.144)
알誌5월호(Vol.146)
알誌6월호(Vol.147)
알誌7월호(Vol.148)
알誌특별호(Vol.149)

알誌8월호(Vol.150)
알誌9월호(Vol.151)
알誌특별호(Vol.152)

알誌10월호(Vol.153)
알誌11월호(Vol.154)
알誌12월호(Vol.155)

뉴스레터보기

주요소식

알誌1월호(Vol.140)

알誌4월호(Vol.145)
소속

홈페이지 Web Site

2018 RCE 학교 봄학기 모집

역사도, 통영도, ESD도 한번에 만날 수 있었던 2018 대학생 역사학교
2018 브릿지투더월드 11기의 첫걸음에 동행이 되어주세요!

봄과 함께 찾아온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이제 시작합니다.
세자트라숲 3살 생일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통영청소년 예술아카데미, 산뜻한 출발

통영RCE 학교교육위원회, 말레이시아 페낭 RCE 협력 교사연수 개최
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 개최

무용가 강미희와 함께하는 아트캠프!

지속가능한 세계를 꿈꾸는 청소년의 축제!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한마당
[제10차 통영ESD국제포럼]에 초대합니다.
동피랑벽화마을, 88개 그림 새옷 갈아입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논의의 장, 제10차 통영ESD국제포럼 개최
166개 RCE 중 최우수프로젝트상을 받다!

홍보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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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홍보관리 Media Public Relations

카드뉴스 CardNews

5월 가정의 달, 정답은
세자트라숲!

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 개최

세자트라숲 소개

세자트라숲
주말 나들이 오세요!

2018 올해의 7대 뉴스

통영시 ‘걷기좋은길’선정
세자트라숲 솔밤시길

일자
01월 18일
01월 18일
02월 06일
02월 10일
02월 14일
02월 18일
02월 28일
03월 08일
03월 14일
03월 15일
03월 26일
03월 28일
04월 15일
04월 22일
04월 26일
05월 08일
05월 25일
05월 30일
05월 30일

기사제목
통영RCE, “세자트라숲에서 활동 할 강사를 양성합니다”
통영RCE 청소년 프로그램 유네스코 재인증
세자트라숲에 강좌 들으러 오세요
통영RCE 6기 운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통영RCE, 세자트라 시민강사 양성학교 산뜻한 출발
통영RCE, 심용환 작가와 2박3일간 대학생 역사학교
“통영시민을 위한 교육네트워크, 힘찬 도약”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 여기 모여라!”
세자트라 시민텃밭, 인기리에 분양 완료
통영RCE, 성인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
세자트라 시민텃밭 3기 오리엔테이션에 150명 참석 성황
"윤이상 선생 귀향 환영합니다" 통영의 푸른 외침
통영RCE, 10기 학교교육위 위촉식 가져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10개월 대장정의 막 올라
통영RCE 기린마을 등 5개 성인학습동아리 선정
통영RCE, 세자트라숲서 교육장터 개최
통영 동피랑, 10월 벽화 업그레이드 진행
통영RCE세자트라숲, 다랭이논 손 모내기 체험 행사
통영RCE,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 콘테스트 실시

신문사
굿데이뉴스 외5건
경남일보 외3건
굿데이뉴스 외6건
경남일보 외4건
굿데이뉴스 외6건
경남일보 외5건
한산신문 외4건
한남일보 외5건
경남도민신문 외4건
경남일보 외6건
굿데이뉴스
경남도민일보 외1건
경남연합일보 외8건
굿데이뉴스 외2건
통영트리뷴 외4건
경남일보 외9건
경남일보 외14건
경남일보 외8건
통영뉴스 외2건

06월 26일

통영RCE,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 전국단위 참가자 모집

한려투데이 외1건

05월 31일
06월 29일
07월 03일
07월 12일

영상 Video

07월 24일
07월 30일
08월 10일

세자트라숲
다랭이논 모내기했어요!

대학생역사학교
3가지 매력은?

세자트라숲
다랭이논 벼수확 했어요!

통영RCE-통영관광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신문 외7건

통영RCE “교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통영RCE 시민교육위, 거북선 시민강좌 성황

브릿지투더월드 청소년, 해결책 찾으러 “고고”

경남일보 외5건

경남도민일보 외6건

아시아뉴스통신 외4건

통영‘동피랑벽화 축제’9월 1일 개막

동아일보

08월 31일

최주철 동화작가,통영 동피랑에 몽돌브라더스 벽화를 그리다

09월 06일

여름에 갔던 통영, 가을에 다시 가야할 이유

09월 09일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새단장 한창

09월 04일

경남도민신문 외5건

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 만반의 준비 작업 한창

제 6회 동피랑 벽화축제 본격화, 전문가 등 121개팀 참가 74개팀 선정

경남도민일보 외5건
굿데이뉴스 외3건

통영 동피랑, 이야기와 감동이 시작된다

인터넷통영방송 외8건

통영 동피랑 88개 벽,‘새 옷’으로 단장

부산일보 외2건

<만평>기다려라,통영 동피랑! 내가간다

KNS뉴스통신 외1건
오마이뉴스
한려투데이

국제신문 외1건

09월 11일

통영 브릿지투더월드 해외탐방단 선발

09월 20일

통영RCE 교육부에서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

굿데이뉴스 외6건

09월 28일

통영 제석초 ‘다 같이 동피랑’벽화 그려

경남연합일보 외5건

09월 19일
제6회 동피랑벽화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신문 외3건

08월 30일
08월 31일

굿데이뉴스 외6건

“환경지킴이, 청소년 그린리더로 거듭나다”

동피랑벽화축제 조광페인트사로부터 후원받아

09월 07일

제10회 통영ESD국제포럼

통영RCE 우리섬 배움 마실 졸업식

08월 14일
08월 24일

세자트라숲
교육프로그램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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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28일

“빅픽쳐패밀리,통영 동피랑에 떳다”

관광+일자리창출....두토끼 잡은 지방 명소들

경남일보 외8건
미디어스통영
서울경제

홍보 Public Relations

일자

10월 10일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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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새 옷 입었으니 놀러오세요(동피랑)

신문사

국제신문

통영 세자트라 숲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남도민신문 외7건

10월 16일

캔버스가 된 담벼락...‘한국의 몽마르트르’통영 동피랑

연합뉴스

10월 18일

88개 새그림, 동피랑 벽화마을을 가보다~

10월 30일

통영RCE, 제10차 통영ESD국제포럼 11월 7일 개최

11월 18일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꿈길콘서트 개최’

10월 12일
10월 16일
10월 27일
11월 09일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새 단장 “구경오세요”

부산일보 외9건

통영RCE, 다랭이논 벼 추수

아시아뉴스통신

예향의 맥 잇는 통영장학금 신청하세요

경남일보 외10건

통영RCE, ‘통영ESD국제포럼’열어

아시아뉴스통신 외5건

통영인뉴스

통영뉴스 외5건

경남일보 외 7건

11월 30일

“지속가능한 통영의 미래, 시민교육위원회가 동행합니다”

12월 08일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어린이공원으로!!”기적의무전어린이공원
결과보고회

경남도민일보 외 2건

“통영RCE, 제11회 RCE세계총회 최우수프로젝트상 수상”

한산신문 외 4건

12월 06일

“통영RCE세자트라숲 생태환경체험학습 환경부 인증”

12월 12일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제2회 풀뿌리 문고 출간 ‘섬소년 마미’

12월 15일

통영RCE세자트라숲 김장하는 날

12월 14일
12월 26일
12월 27일

“자랑스러운 통영청소년들의 재능과 꿈을 응원합니다.”통영장학금 수여식
“통영청소년, 욕지도 플리마켓에서 자원순환을 알리다.”BTW 각양각색팀

방송사 홍보관리 Broadcaster Public Relations
일자
10월 11일
10월 13일
10월 15일
11월 17일

한산신문

경남일보 외 5건

경남도민일보 외 4건
일요서울 외 7건

경남연합일보 외 6건
한려투데이 외 4건

방송사
KBS뉴스 경남
KNN뉴스
MBC경남
SBS

통영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과 통영RCE세자트라숲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순
1
2

일자
2018.04.07. ~ 08
2018.05.19.

Acknowledgement

2018년을 함께한 고마운 분들 Special Thanks To
소속

제4기 세자트라 펠로우십
2018 세자트라 레지던시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내용
제15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홍보부스 운영
세자트라숲 개장 3주년 교육장터 브로슈어 배포 및 회원모집

이선경, 최광수, 유경석, 유봉만, 김용우

이름

최선희, 김재홍, 이경원, 조현정, 무라타 미네키, 바라봄사진관

남정희, 조경웅, 김미선, 김상현, 김진희, 최광수, 이지연, 김혜경, 지구마을,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다문화청소년협회, 마을무지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아름다운가게, 에코트리, 업클이,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노아도그, 도그마루,

해피시니어센터, 한가람고등학교, 열린소통포럼, 성남시청소년재단, 독일 루르RCE, 일본
오카야마RCE, 말레이시아 세머넌정RCE,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RCE

Philip Vaughter(유엔대학교 고등학술연구소), 강분애, 김동관, 김미리, 김민경, 김범기,

제10차 통영ESD국제포럼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
2018 대학생역사학교
2018 꿈길콘서트

ESD현장체험학습

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
제2회 풀뿌리 문고

찾아가는 홍보부스 Promotional Booth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찾는여행학교

방영제목
제6회 동피랑벽화축제 현장
벽화마을 원조, 통영 동피랑 새단장
‘생방송 경남아사랑해’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잔치
SBS ‘빅픽처패밀리’제6회 동피랑벽화축제 참가

64 ㅣ 65

교원직무연수 교실을부탁해

김순효, 김신해, 김윤이, 김혜경, 류주희, 박민준, 박선후, 박성준, 박솔, 박태도, 배현순,

성정희,송은옥, 신남출, 엄태철, 오경호, 오진희, 원필숙, 유광준, 여경모, 이경건, 이경숙,

이경건, 이광재, 이동오, 이밝음, 이인규, 이종국, 임도헌, 임석현, 전용재, 정지영, 정환훈,
최광수, 최정욱, 허신도, 홍도순

이귀숙, 김미숙, 박솔, 김소영, 박지우, 주혜인, 차금희, 곽연희, 이경숙, 박정연

전영근, 엄미란, 남아라, 김아람, 김상효, 이영숙, 김태영, 신진희, 김영미, 유익서, 강재남,
김희준, 정영훈, 임수현, 조극래
심용환, 박정욱

오성우, 전영근, 백승현, 박성희, 박중열, 손힘찬, 공윤희

김혜연, 곽연희, 김미숙, 박한동, 이귀숙, 김둘남, 이경숙, 주혜인, 박솔, 박정연, 차금희,
권혜숙, 원지영

동피랑 주민, 동피랑 벽화축제 참가 79개팀
권윤삼, 정영미, 배정미

성정희, 공윤희, 황고운, 최선희, 조갑자, 황인지

장해찬, 강하나, 권내현, 김대헌, 강다영, 고희채, 여서영, 이지민, 천송은, 김민경, 강지영,
박믿음, 김예진, 오유경, 장지원, 임나영, 박마린, 이서진, 유솜이, 김민, 최다슬, 김신실,

김도윤, 김명준, 문하림, 최준형, 하정민, 황지혁, 조규은, 김태완, 신민건, 이가영, 이광민,

제3회 세자트라 교육장터R

이민욱, 이병준, 이승현, 이태석, 임재휘, 장민준, 차예찬, 위재은, 홍서연, 김나현, 송민주,
김형규, 정진, 박민수, 박성준, 박주호, 이주연, 이수현, 김민정, 김아연, 박가희, 김민희,

박수빈, 김고은, 김혜림, 빈효빈, 이예진, 이승희, 박지아, 정주원, 이시연, 전민영, 박준서,
이상빈, 박유진, 최윤지, 최순혁, 김효은, 김도윤, 김면준, 문하림, 김태원, 김호영, 최준형,
하정민, 황지혁, 조규은, 김태완, 통영시교통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통영도서관,

성인학습동아리 요트학습동아리, 삼삼오오, 통영시민학교, 통영정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청소년그린리더

민들레누비, 기린마을,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통영시자원봉사센터, 통영서울병원
권혁태,이종란,이정심,김채희,박한동,위관옥,조갑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cknowledgement

소속

우리섬배움마실

통영시인재육성장학생
지역사회 재능나눔
시민강사양성학교
나도강사다
알씨이학교
아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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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차문갑

이름

박지원, 장은혜

현장체험학습

김영준, 김남길, 이찬원, 문현식, 조갑자, 최태룡, 김진희
조윤정, 황인지, 최선희, 윤충현, 이지민, 여서영, 박해인, 장해찬, 조이주, 이우진, 이수빈,
서진아, 김찬수, 안효진, 김서희, 정지연, 문석주,

이상진, 무라타 미네키, 정명숙, 양승희, 정미영, 신은주, Hidid's Durning, 강미희

2018년을 함께한 빛나는 진주들 ESD Program Participants 2018
프로그램

제11기 브릿지투더월드
제4기 세자트라 펠로십
자유학기제
“나를 찾는 여행학교”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

2018 RCE동아리

제2회 풀뿌리 문고
성인학습동아리

이름

알씨이학교

강보성, 강하나, 강효인, 고서현, 곽효빈, 김기회, 김동건, 김민준, 김선우, 김소진, 김은송,
김치원, 김태현, 나서현, 맹정은, 박도영, 박효진, 백서유, 서태현, 성정현, 안현일, 양주원,
위수빈, 이강원, 이나단, 이동현, 이위성, 이휘재, 임영환, 장해찬, 정성호, 정윤희, 채송아,
최재공, 최진선

동원고등학교, 충렬여자고등학교, 충무고등학교, 통영고등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
통영여자중학교

통영용남초등학교, 고성하일초등학교, 고성회화초등학교, 사천노산초등학교,
통영초등학교, 통영초병설유치원, 마산진동초등학교, 통영튼튼어린이집,

울산한국과학캠프, 통영두룡초등학교, 거제일운초등학교, 통영인평초등학교,
통영튼튼어린이집, 거제옥포초등학교, 통영제석초등학교, 통영도산초등학교,
통영유영초등학교, 고성동광초등학교, 고성삼산초등학교, 거제수월초등학교,
거제아주초등학교, 고성상리초등학교, 거제라온숲유치원, 통영광도유치원,

거제국산초등학교, 통영죽림초등학교, 거제기성초등학교, 거제숭덕초등학교,
거제제일중학교, 거제한아름유치원, 통영산양초등학교, 고성대흥초등학교,

진주관봉초등학교, 통영튼튼어린이집, 거제계룡초등학교, 거제제산초등학교,

백영현, 김삼용, 배덕남, 최계순, 김달금, 이양순, 최양선, 김종숙, 송영근, 박차선, 이봉자,

박부임, 권덕분, 김인수, 김창덕, 김정일, 장명환, 안외선, 정두수, 이분선, 이순희 외 동피랑 주민
최모림, 장철은

통영정가보전회, 요트학습동아리, 통영시민학교, 기린마을, 동행

구형랑, 윤상미, 이수정, 김혜인, 박정희, 정보암, 주순영, 서회영, 오재성, 박지유, 박정은,
문미선, 손미숙, 김태영, 염정희, 이희선, 김미숙, 심숙희, 이은실, 오경호, 김남도, 하명찬,
탁송철, 제영모, 이윤희, 염미화, 김은희, 임영수, 박미애, 오영람, 이영민, 조현옥, 정세희,
이홍철, 박문희, 주문오, 김미성, 박희란, 장명진, 문희원, 강은영, 조정아, 정선미, 한정선,
김주연, 구기연, 양혜영, 김진규, 오영선, 황선주, 이동오, 김나리, 박성리, 김윤정, 박미경,

이동현, 송민겸, 송승빈, 장세현, 이창준, 이수빈, 김민서, 김도연, 박지우, 박시후, 이동현,
김예진, 정다현, 임예담, 강가현, 강도연, 신하은, 유하음, 이도윤, 신효주, 김태균, 박진서,
김세원, 김효원, 이혜원, 정윤희, 정하빈, 이창준, 이수빈, 하선빈, 신준수, 이채민, 석효정,
이지윤, 박건빈, 박다은, 이수미, 류재현, 윤지윤, 김준수, 김준호, 윤지수, 윤이서, 유가현,
이현지, 송주찬, 송주현, 김수경, 서민준, 김아연, 이서예, 반민지, 정진호, 장장미, 지정주,

임지민, 장서윤, 정명준, 조윤성, 조윤정, 차윤지, 최가영, 허가윤, 황자연, 손호승,
이한음, 오서영, 박찬민, 허현정, 김영빈, 한지우, 유수정, 고다은, 이한결, 윤서연,

병설유치원 교사, 한려초등학교, 진주봉래초등학교, 거제교육지원청

장시후, 장은율, 김건희, 정소율, 천하겸, 최민지, 류해나, 김민서, 김도연, 정민재, 정민혁,

문학분야 김가림, 김민준, 김소령,김영은, 김예린, 김찬혁, 박기랑, 박민준, 양나연, 염수현,
이나연, 이미성, 이진영, 이하영, 천유정

거제하청초등학교, 거제칠천초등학교, 고성방산초등학교, 한산초등학교, 유영초등학교,

김나은, 박은경, 김경희, 배정덕, 김세영, 지현서, 신경자, 전하은, 이은정 이채민, 백미숙,

잠포학교, 한산중학교, 산양중학교, 도산중학교, 통영중앙중학교

미술분야 김한슬, 김라엘, 추승현, 이창준, 박소연, 장민욱, 고서현, 하정운, 김연진, 김현서,

거제애광학교, 거제능포초등학교, 마산YWCA, 양산원동초등학교, 거제양정초등학교,

김영지, 홍애경, 심규숙, 김해숙, 김진현, 김은아, 최은실, 신미영, 김가희, 박진현, 정희철,

심지연, 김나은, 이가영, 박지선, 최민영, 김해송, 조하명, 신예진, 이원영, 허다인, 최윤서,

동원중학교, 통영중학교, 통영여자중학교, 충무중학교, 충무여자중학교, 충렬여자중학교,

진주주약초등학교, 고성동해초등학교, 거제연초초등학교, 통영충렬초등학교,

정성욱, 최은실, 이혜연, 전미희, 서문주, 정문순, 염현지, 공자윤, 이민경, 박영란, 김찬수,

공동규, 최원경, 김연우, 김지현, 손현배, 이수현, 허수영, 김예진, 김찬영, 이나경, 이수민,
Agus Maryono(인도네시아 RCE욕자카르타)

거제동부초등학교, 통영유치원, 창원한들초등학교, 거제장평초등학교, 창원사파초등학교,

정재한, 문서우, 노근영, 이승희, 이창용, 이수재, 백준영, 백세영, 김영임, 천휘영, 김진현,

김혜현, 정은재, 강자현, 김다은, 김효은, 유영진, 김나현, 김민재, 김연지, 장아라, 강영경,
이수아, 이정례

이름

이새벽, 정헌민, 박미숙

오선빈, 김길현, 김민성, 조혜진, 김유찬, 박한설, 박세은, 성수연, 이하연, 공예령, 김무성,

진주신진초등학교, 통영광도초등학교, 거제장목초병설유치원, 사천문선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2018 동피랑 마을만들기

교원직무연수 교실을부탁해

양채원, 전태경, 이진주, 이유민, 박소은, 박서빈, 김은서, 공서희

2018 대학생역사학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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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슬, 윤명자, 이선옥, 이미경, 황설빈, 임소율, 최우영, 김예진, 차연우, 차민서

아트캠프
청소년그린리더
우리섬배움마실
시민강사양성학교
나도강사다
다랭이논 손 모내기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다랭이논 추수 및 탈곡
제3기 세자트라 시민텃밭

전이섭, 조연신, 전지아, 전지안, 한기영, 김상영, 김미란, 이혜은, 이지령, 강미정, 김옥련,
장영미, 정서희, 임나경, 김현진, 김정희, 박준희, 신희영, 전예진, 최서연, 장이건, 허미경,
이승미, 김혜령, 하수영, 전광옥 백순선, 김현숙, 이영미, 유귀자, 김경숙, 정재영, 구소담,
전윤하, 김선환, 이두남, 이기덕

용남초등학교, 인평초등학교, 광도등학교, 통영초등학교, 제석초등학교
최계순, 김막달, 신막선, 강옥자, 원숙연, 박막례, 윤옥정, 박종이, 강상악

김주연, 전수연, 김도남, 최점자, 원지영, 김숙희, 김진나, 김현주, 백충근, 박정연, 이경숙,
김둘남, 박애경, 양경숙, 백미숙, 박진옥, 백경애, 류성희, 김선희, 차금희, 박은희, 김승남,
김경선, 주혜인, 박솔, 권성호, 조봉규, 이동숙, 김정화, 최동규, 안시연, 홍이슬, 김만억,
임성근, 반선화, 권혜숙, 정삼석, 한수원, 문철근, 반선화

동원고등학교, 통영초등학교, 산양초등학교(풍화분교, 학림분교, 곤리분교)
강현진, 구준모, 김미서, 김미희, 김민서, 김민영, 김민정, 김사윤, 김성자, 김은정, 김은희,

김주연, 김지혜, 김진숙, 김태은, 김태종, 김현수, 김현호, 김호진, 노근영, 박루비나, 박영미,

박응주, 박지은, 박진우, 박진희, 방미영, 배현, 변해정, 소상선, 손명수, 손석호, 심정보, 양병구,
염현지, 우인경, 원지영, 유부칠, 유성순, 유수진, 윤영숙, 윤채아, 이경, 이미영, 이미화, 이세진,
이수영, 이영은, 이용정, 이자형, 이준희, 임미애, 임은주, 전성원, 정희철, 조향아, 차민규,
천안순, 최란숙, 한소연, 한종수, 황연미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cknowle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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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응원합니다
Message of Support

“우리는 아침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이미 세계 절반의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

세계화 시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의 삶의 질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렴한 옷과 화장품으로 개성을 뽐내며, 향긋한 커피로 마음을 달래고, 스마트 폰을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더 이상 한국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명’이 있다면 ‘암’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다시 우리 식탁 위에 오릅니다. 스마트 폰은 콩고민주공화국 아이들을 내전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저렴한 옷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HIV/AIDS, 사스,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전 세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지구 위 모든 사람들을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식량 위기나 경제 위기, 난민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화의 문제는 잘 사는 몇몇 나라, 시민 단체, 국제 기구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세계시민교육을 넣은 배경도 지구 위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교사, 일반 시민들까지 국제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반면,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만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통영RCE가 지구촌과
시민을 연결 시켜주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데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세자트라숲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할 것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평소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접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학교에서와는 다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통영RCE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2019년에도 지금처럼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While walking through the Sejahtera Centre, I feel I have en-

저는 세자트라숲을 거닐 때면, 매우 소중한 국제적인 협력과 배움의

Ports of trade where different peoples come together to barter

팔거나 소소한 가십을 전하는 장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tered a rare pla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earning.
and gossip can be found throughout the world. Temples of
knowledge like this are much rarer.

장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저 모여 물건을 사고
있지만 세자트라숲과 같이 지식의 보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
입니다.

The light from the windows illuminates art projects made by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RCE들과의

and imagery of communities from Australia, Malaysia, India,

일본, 한국 등 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색감과 이미지를 담은 작품

students in RCEs from around Asia-Pacific region – the colors
Indonesia, Japan, South Korea, the Philippines, and many

other places catch my gaze as I walk toward the stairs leading

me up to the rooftop garden. From the rooftop, I am met with

a view of the Pacific Ocean, across which so many students
and scholars have come to learn at the Sejahtera Centre, and
across which the hardworking staff of RCE Tongyeong will venture with their students to other RCEs around the world.

RCE Tongyeong has developed a fantastic programme of part-

nership for education with RCEs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I
was honored to be invited to the 10th annual ESD Forum, where

the success of these education initiatives was on full display. From
its ambitious Bridge to the World programme targeting youths,
to its visiting fellow’s programme, which offers research oppor-

tunities to senior professors from around the region, the depth
and breadth that the RCE is engaging wit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vident. During the forum, I was able to

hear local high school students discussing how to bring more

협력으로 이루어진 아트프로젝트 비춥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바다와 세자트라숲의 전경을
만날 수 있는 옥상 속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세자트라

숲에선 많은 청소년과 ESD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을 탐구하고 나누며,
이는 통영RCE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RCE로 확산됩니다.

통영RCE는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RCE들과 함께 교육을 위한
멋진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공적인 교육

활동을 보여주는 제10차 연례ESD 포럼에 초대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브릿지투더월드부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연구 기회를 주는 펠로십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통영RCE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국제 인권법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온 교수로
부터 통영에서 배운 강 쓰레기 관리와 시스
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inclusivity into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learn

통영RCE는 지역공동체와 세계를 보다

intersection of waste management and river systems from their

대학과 학교들, 정부와 NGO그리고

how visiting professors from Indonesia were learning about the
Korean counterparts.

RCE Tongyeong stands as a great model for what an RCE can

be when universities, schools, government, NGOs, and the

private sector work together on their education initiatives to
make their community and the world at large a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place.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민간부문이 서로 함께 협력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06

홍보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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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년
2019 Preview

미리보는
2019년

1월
·2019 세자트라레지던시&펠로십

(1월~11월)
·2019 올해의 RCE 선정 (1월~10월)

2월
·제7기 시민교육위원회 구성
·제3회 대학생역사학교

·제4기 세자트라 시민텃밭 분양
·브릿지투더월드 홈커밍 DAY

2019 Preview

1. 2018년 연간일정 2018 Annual Schedule

3월
·2019 알씨이학교 봄학기 개강 (3월~5월)
·2019 제12기 브릿지투더월드 (3월~12월)
·통영RCE동아리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3월~12월)
·2019 자유학기제 ‘나를 찾는 여행학교’

(3월~12월)
·2019 통영RCE 제3회 풀뿌리 문고 공모
·세자트라 열린 도서관 운영(3월~12월)
·성인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3월~12월)

4월
·통영청소년 예술아카데미 콘테스트 및

운영 (미술, 문학)
·제11기 학교교육위원회 구성
·세자트라 현장체험학습 운영(4월~11월)

5월
·유네스코 고위급 심포지움 개최
·개장 4주년 기념 교육장터R
·다랭이논 손 모내기

·세자트라 일일체험프로그램 운영

6월
·2019 알씨이학교 여름학기 개강

(6월~8월)
·7기 시민교육위원회 상반기 워크숍
·제3회 아시아·태평양축제

(4월~11월)

7월
·올해의 RCE 선정 및 아시아태평양축제

8월
·2019 학교교육위원회 워크숍

9월
·2019 알씨이학교 가을학기 개강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 교실을 부탁해(1차)

10 월
·2019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대상자 모집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 교실을 부탁해(2차)

·다랭이논 추수 및 탈곡

11 월
·제11차 통영ESD국제포럼

12 월
·2019 통영시인재육성장학금 수여식
·김장체험

세자트라숲 알팸
R-family

세상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관심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도,

지구 반대편의 아이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통영RCE세자트라숲과 함께 해주세요.
연 회 비 무료

회원혜택 교
 육소식 문자 알림, 정기 E-뉴스레터 발송
교육 프로그램 안내
※

Hohhot

Kyrgyzstan

www.rce.or.kr

가입방법 홈페이지(www.rce.or.kr)에서 가입
문
의 055)650 -7429 기획행정팀

향후 다양한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Srinagar
Chandigarh
Delhi
Mumbai
Pune
Goa
Kodagu

East Arunachal Pradesh
Guwahati

Beijing

Incheon
Tongyeong
Changwon
Anji

Inje
Ulju

Greater Sendai
Chubu
Yokohama
Hyogo-Kobe
Okayama
Kitakyushu

Greater Shangri-la
Kunming
Lucknow Greater
Dhaka Greater
Ilocos
Bangalore
Phnom Penh
Cebu
Southern
Cha-am
Bohol
Vietnam
Trang
Northern Mindanao
Penang
Iskandar
Central Semenan
East Kalimantan
Bogor

아시아·태평양

세자트라 네트워크
참여도시

(2019년 1월 현재)

Yogyakarta
Paciﬁc Island
Countries

자원봉사

WesternAusstralia

Volunteer work

통영RCE

통영RCE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싶은 분,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를 위한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신청 1
 365회원가입
배치

▶

활동

▶

▶

봉사신청

▶

교육

1365인증서 발급

▶

대상 자
 원봉사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

분 야 환경봉사
교육봉사
행정봉사

●

●

●

세자트라숲 생태복원, 바다정화활동

교육 업무 보조, 교구제작 및 정리

재단 행정업무 보조, 서류 분류 및 정리

문 의 055)650 -7429 기획행정팀

세자트라숲 셔틀버스

Murray-Darling
Greater Western Sydney
Gippsland Victoria
Waikato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ngyeong

UN총회 산하 고등교육기관인 UN대학이「UN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한 거점 도시입니다. 전 세계 166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통영시는 2005년 세계 8번째, 국내 첫 번째 RCE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통영RCE세자트라숲

Shuttle Bus

아시아ㆍ태평양 15개국 49개 RCE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입니다. 지속가능한

안전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참여 대상별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통영RCE세자트라숲을 방문하는 일반 이용객,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센터 자원봉사자의
운행 일정 및 장소

향후 세자트라숲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055)650 -7425 생태시설팀

삶의 철학을 체험을 통해 쉽게 배우고 생활양식을 터득하기 위한 착한 놀이터로

2015년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통영
합니다.

세자트라(Sejahtera)란?

동남아시아 고어로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아시아ㆍ태평양RCE 공동 프로젝트 명칭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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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배움과 나눔의 보고서는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