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유아 중등초등

교육관광 프로그램 [유아]

문의 : 055-650-7400 (교육사업팀)

숲길산책 : 계절별 숲 산책

전 지구적인 운명은 이제 ‘지속가능발전’의 담론을 넘어 자연과 공존을 실현해야만

하는 시대에 마주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공존, 생태감수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계절별로 바뀌는 세자트라숲을 산책하고,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을 통해 야생동물의 삶을 헤아려봅니다.

연간 어린이집 : 월별 기획 숲 프로그램 운영

단기 체험학습이 아닌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통해 계절마다 달라지는 환경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관찰중심 체험과 자연에서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기반학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솔방울 올림픽, 야생동물 먹이공 만들기 등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을 사랑하는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형 프로그램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북극곰을 부탁해 : 북극곰 탈출 게임

북극의 얼음 감소, 영구동토층의 붕괴, 태평양 섬나라들의 해수면 상승으로 언급되는

문제들은 어쩐지 우리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기후위기는 북극곰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 기후위기를 알아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기후변화와
대응

육상생태계
보호

육상생태계
보호

※ 통영기관 및 시민은 20% 할인가격 적용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제외 )



교육관광 프로그램 [초등]

문의 : 055-650-7400 (교육사업팀)

숲길산책 : 계절별 숲 산책, 야생동물 게임

전 지구적인 운명은 이제 ‘지속가능발전’의 담론을 넘어 자연과 공존을 실현해야만

하는 시대에 마주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공존, 생태감수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계절별로 바뀌는 세자트라숲을 산책하고,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을 통해 야생동물의 삶을 헤아려봅니다.

바다야안녕 : 거북이 게임
2019년 통영 바닷가에선 바다거북 한 마리가 뱃속엔 쓰레기가 가득하고 밧줄에 목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북은 여생을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살다 죽은 채 

발견되지 한 달 전 여수 먼 바다에 방류되었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게만 보이는 바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자트라탐험대 : 세자트라센터 기반 어드벤처 미션게임

지금 현재보다 2.8도가 올라 아비규환이 된 2035년 미래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아비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세자트라숲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자트라숲과 세자트라센터 곳곳을 다니며 마지막 비밀메시지를 찾아 우리의 지구를

지켜봅니다.

마틸다와 도바의 하루 : 마틸다와 도바의 하루 게임

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매일 8시간을

걸어 다닙니다. 기후위기가 가중될수록 메마른 지역은 점점 더 메말라가기만 합니다. 

그들의 메마름에 우리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체험형 프로그램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깨끗한
물과 위생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성인유아 중등초등

※ 통영기관 및 시민은 20% 할인가격 적용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제외 )



북극곰을 부탁해 : 북극곰 탈출 게임

북극의 얼음 감소, 영구동토층의 붕괴, 태평양 섬나라들의 해수면 상승으로 언급되는

문제들은 어쩐지 우리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기후위기는 북극곰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 기후위기를 알아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기후변화와
대응

교육관광 프로그램 [초등]

문의 : 055-650-7400 (교육사업팀)

나만의 컵 만들기 : 도자기컵 만들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꿀팁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일회용 종이컵과 꼭 닮은 도자기컵에

나만의 디자인 직접 그려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12,000원 (1인)

만들기형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없(up)어진 자투리, 도마 만들기 : 감성도마 만들기

쓰레기의 재탄생, 버려지는 짜투리나무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버려진 나무 짜투리를 사포로 정리하고 기름을 먹여 새 생명을 불어넣어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25,000원 (1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성인유아 중등초등



교육관광 프로그램 [중등]

문의 : 055-650-7400 (교육사업팀)

숲길산책 : 계절별 숲 산책, 야생동물 게임

전 지구적인 운명은 이제 ‘지속가능발전’의 담론을 넘어 자연과 공존을 실현해야만

하는 시대에 마주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공존, 생태감수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계절별로 바뀌는 세자트라숲을 산책하고,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을 통해 야생동물의 삶을 헤아려봅니다.

숨겨진 바다 : 비치코밍
2019년 통영 바닷가에선 바다거북 한 마리가 뱃속엔 쓰레기가 가득하고 밧줄에 목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북은 여생을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살다 죽은 채 

발견되지 한 달 전 여수 먼 바다에 방류되었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게만 보이는 바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자트라대탈출 : 세자트라센터 기반 어드벤처 미션게임

지금 현재보다 2.8도가 올라 아비규환이 된 2035년 미래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아비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세자트라숲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자트라숲과 세자트라센터 곳곳을 다니며 마지막 비밀메시지를 찾아 우리의 지구를

지켜봅니다.

마틸다와 도바의 하루 : 마틸다와 도바의 하루 게임

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매일 8시간을

걸어 다닙니다. 기후위기가 가중될수록 메마른 지역은 점점 더 메말라가기만 합니다. 

그들의 메마름에 우리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체험형 프로그램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깨끗한
물과 위생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성인유아 중등초등

※ 통영기관 및 시민은 20% 할인가격 적용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제외 )



ESD 강의 :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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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재난 그리고 전염병 우리의 지구와 삶은 안전한가요? ESD강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역사, 현황, 그리고 RCE 역할과 활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시간 : 80분 비용 : 100,000원 (1회)

문의 : 055-650-7400 (교육사업팀)

강의형 프로그램

나만의 컵 만들기 : 도자기컵 만들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꿀팁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일회용 종이컵과 꼭 닮은 도자기컵에

나만의 디자인 직접 그려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12,000원 (1인)

만들기형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없(up)어진 자투리, 도마 만들기 : 감성도마 만들기

쓰레기의 재탄생, 버려지는 짜투리나무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버려진 나무 짜투리를 사포로 정리하고 기름을 먹여 새 생명을 불어넣어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25,000원 (1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질의 교육

교육관광 프로그램 [중등]
성인유아 중등초등



교육관광 프로그램 [성인]

문의 : 055-650-7400 (교육사업팀)

숲길산책 : 계절별 숲 산책, 야생동물 게임

전 지구적인 운명은 이제 ‘지속가능발전’의 담론을 넘어 자연과 공존을 실현해야만

하는 시대에 마주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공존, 생태감수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계절별로 바뀌는 세자트라숲을 산책하고,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을 통해 야생동물의 삶을 헤아려봅니다.

세자트라대탈출 : 세자트라센터 기반 어드벤처 미션게임

지금 현재보다 2.8도가 올라 아비규환이 된 2035년 미래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아비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세자트라숲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자트라숲과 세자트라센터 곳곳을 다니며 마지막 비밀메시지를 찾아 우리의 지구를

지켜봅니다.

마틸다와 도바의 하루 : 마틸다와 도바의 하루 게임

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매일 8시간을

걸어 다닙니다. 기후위기가 가중될수록 메마른 지역은 점점 더 메말라가기만 합니다. 

그들의 메마름에 우리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체험형 프로그램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깨끗한
물과 위생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와
대응

숨겨진 바다 : 비치코밍
2019년 통영 바닷가에선 바다거북 한 마리가 뱃속엔 쓰레기가 가득하고 밧줄에 목에

감겨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북은 여생을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살다 죽은 채 

발견되지 한 달 전 여수 먼 바다에 방류되었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게만 보이는 바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8,000원 (1인)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성인유아 중등초등

※ 통영기관 및 시민은 20% 할인가격 적용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제외 )



ESD 강의 :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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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재난 그리고 전염병 우리의 지구와 삶은 안전한가요? ESD강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역사, 현황, 그리고 RCE 역할과 활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시간 : 80분 비용 : 100,000원 (1회)

시간 : 80분 비용 : 100,000원 (1회)

문의 : 055-650-7400 (교육사업팀)

강의형 프로그램

나만의 컵 만들기 : 도자기컵 만들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꿀팁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일회용 종이컵과 꼭 닮은 도자기컵에

나만의 디자인 직접 그려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12,000원 (1인)

만들기형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없(up)어진 자투리, 도마 만들기 : 감성도마 만들기

쓰레기의 재탄생, 버려지는 짜투리나무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버려진 나무 짜투리를 사포로 정리하고 기름을 먹여 새 생명을 불어넣어봅니다.

시간 : 80분 비용 : 25,000원 (1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질의 교육

교육관광 프로그램 [성인]

세자트라라운딩 : 세자트라센터 라운딩
다도해와 거북선을 모티브로 설계된 세자트라센터는 연면적 4,492㎥, 최고높이

13.5m,의 3층 건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세자트라센터 내 설비와 공간에 담긴

지속가능성의 철학을 소개해드립니다.

해양생태계
보존

성인유아 중등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