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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잠시 멈춤의 시간에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 기후위기를 마주하여 환경교육 분야에서 올해 가장
많이 회자한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현재 인간이 맞닥뜨린 위기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 하는 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나와 공동체가 어떤 실천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성찰
하고, 이 배움의 과정을 나누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강원도 환경
교육 정보지는 ‘앎’과 ‘배움’을 원하는 분들과 ‘나눔’을 원하는 분들의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 준비
되었습니다.
정보지 발간을 통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환경교육에 힘써온 분들과
그간의 경험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프로그램을 널리 소개하게 돼 기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의 길을 함께 할 길벗이 되어줄 어린이, 청소년, 시민을 만날 일이 설렙니다. 뜻깊은 만남을
계기로 강원도의 환경교육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매년 내용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및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주신 강원도 환경교육 기관ㆍ단체와 강원도 환경교육 정보지
발간의 시작을 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보지
발간이 주춧돌이 되어 강원도 환경교육이 한 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강원도환경교육센터 강원도자연학습원장 현각 김 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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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그야말로 혹독한 존망(存亡)의 세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본격화되었다고
봐야지요. 사느냐? 죽느냐? 가 십 년 안에 판가름이 난다고 해서 201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에는 영국 그라스고에서 세계 200여 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했는데, 결과는 ‘걱정과
우려’ 그래서 ‘새로운 분발’을 요구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서 살길(活路)을 열었습니까?
살길을 몰라서 헤매면 큰 문제인데,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살길은 아는 데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핑계로 안 하고, 못하고 또는 못 하게 하거나 모른척하면서 제 생각만 하는 사람, 패거리,
나라가 있기에, 인류는 그리고 우리는 멸망의 나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내 탓’을 하면서, 네 탓, 세상 탓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길’을 찾고
실천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버릇으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사회
구조를 바꾸고 문명의 뿌리를 바꾸는 큰일을 조직해야 합니다.
제일 쉬운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아낌은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쉽게 여기고 마구 대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고 헤프게 쓰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중하기에, 생명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물을 아낍니다. 불을 아낍니다. 나무를 아끼고
작은 새 한 마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밥은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면 온실가스가 8% 준다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통계지만, 지금 식량부족 인구가
8억 5천만 명이고, 기아 인구는 9천만 명인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유통 전 단계에서 손실되고,
부자나라에서는 음식쓰레기로 손실되는 것이 크게 잡으면 삼분지 일입니다.
나 스스로가 알고 실천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것도 자연스러운 힘이 나옵니다. 생활
실천을 하면 우선 자기가 늘 해온 것이기에 말이 쉽고 어색함이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발’이 생기지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 분이 있으면 아이
들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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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곧 생명의 위기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정치, 생명의 경제, 생명의 문화 …… 생명의
교육, 나 스스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절대절명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불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면서, 자연의 불로 바꾸면서
밥을 먹고 사느냐’입니다.
불, 물, 밥을 깊이 생각하면서 경제를 바꾸고 교육을 개벽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생명사회,
생명문명의 주체가 되는 것! 개벽의 시작입니다.
강원도 환경교육정보지가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깨달음과 실천의 전령사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도환경교육센터(2호)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정 성 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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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릉
프로그램 /주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환경전반, 기후변화와 대기
기후변화 주제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진행

건강한 먹거리 교육
생활환경, 먹거리와 생활용품
기후위기와 지역농산물의 관계,
푸드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기
- 지역농산물 확인방법, 지역 농산물
광고지 만들기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생활환경, 먹거리와 생활용품
친환경 마크에 대해 알아보고 친환경소비
하기
- 장보기 게임 및 놀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생활환경, 폐기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본다.
- 분리배출 퀴즈 및 게임

2021 에코공작소
환경전반, 에너지
기후변화 얼마나 가까이 왔나?
-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보자
- 태양광부엉이 조명등 만들기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교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유아, 초등
참가인원 : 10~25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9층
T. 033-648-3390
F. 033-648-1227
E-mail. gna21@naver.com
www.gna21.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교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유아, 초등
참가인원 : 10~25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9층
T. 033-648-3390
F. 033-648-1227
E-mail. gna21@naver.com
www.gna21.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교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유아, 초등
참가인원 : 10~25명
교육방법 : 놀이,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9층
T. 033-648-3390
F. 033-648-1227
E-mail. gna21@naver.com
www.gna21.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교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유치원, 초등
참가인원 : 10~25명
교육방법 : 놀이,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9층
T. 033-648-3390
F. 033-648-1227
E-mail. gna21@naver.com
www.gna21.or.kr

운영일정 : 9월~11월
교육장소 : 교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유아(6~7세), 초등
참가인원 : 10~25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9층
T. 033-648-3390
F. 033-648-1227
E-mail. gna21@naver.com
www.gn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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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제

에코공작소
지구환경, 에너지
요일별 주제가 있는 환경체험
(화요일-에너지, 수요일-물,
목요일-숲, 금요일-자원순환)

일요분리배출왕을 찾아라!
생활환경, 폐기물
보드게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기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자연환경, 숲
다섯개 테마역으로 구성된 생태놀이터
아이뜨락에서 진행되는 자연놀이

1-day클래스
환경전반, 기타
하루를 알차게 보낼수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에코런닝맨
에너지, 물
다양한 모둠별 게임을 통해 e-zen
곳곳에 숨어있는 친환경에너지
비밀 찾기

에너지제로하우스
에너지, 기후변화와 대기
에너지 제로하우스 원리 이해 및
팀별 에너지 제로하우스 설계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강
 릉녹색도시체험센터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5,000~15,000원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T. 033-923-0201
F. 033-640-4273
E-mail. khy7601@korea.kr
www.gn.go.kr/greencity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강
 릉녹색도시체험센터
교육대상 : 전연령(가족단위)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T. 033-923-0201
F. 033-640-4273
E-mail. khy7601@korea.kr
www.gn.go.kr/greencity

운영일정 : 4월~6월, 9월~10월
교육장소 : 강
 릉녹색도시체험센터
교육대상 : 유아, 초등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놀이,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T. 033-923-0201
F. 033-640-4273
E-mail. khy7601@korea.kr
www.gn.go.kr/greencity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강
 릉녹색도시체험센터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5시간
참 가 비 : 5,000~15,000원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T. 033-923-0201
F. 033-640-4273
E-mail. khy7601@korea.kr
www.gn.go.kr/greencity

운영일정 : 4월~6월/9월~10월
교육장소 : 강
 릉녹색도시체험센터
교육대상 : 중등, 고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T. 033-923-0201
F. 033-640-4273
E-mail. khy7601@korea.kr
www.gn.go.kr/greencity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강
 릉녹색도시체험센터
교육대상 : 중등, 고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토의/토론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10,000원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T. 033-923-0201
F. 033-640-4273
E-mail. khy7601@korea.kr
www.gn.go.kr/gree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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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전거스쿨
기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며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강릉 숲ㆍ문화 답사 일번지
기타
자체 개발한 마블게임과 협력놀이,    
미션활동을 통해 강릉의 나무와 숲,   
역사와 문화, 인물을 재미있게 익히는
교육 숲해설 프로그램

신나는 숲밧줄놀이터
숲
밧줄 다리(네팔다리, 흔들다리, 계곡다리,
일자다리), 그네, 해먹에서의 즐거운 놀이
활동

신(身,shoes,神)과 함께
숲
숲의 기운으로 심리적 안정과
나만의 안식처 찾기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

지구환경 위기, 대안은 숲
기후변화와 대기
지구환경 위기와 지구 환경 문제의
해답인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며
씨앗공을 만드는 실천활동으로
연결하는 환경교육

뚝딱뚝딱 목공체험
지구환경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숲과 목재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탄소저장고인 목재를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강
 릉녹색도시체험센터
교육대상 : 유아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T. 033-923-0201
F. 033-640-4273
E-mail. khy7601@korea.kr
www.gn.go.kr/greencity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오
 죽헌,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등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당일형) 1회 2시간30분/
                 (연속형) 2회 5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도교육청 공문을 통한 구글링크 신청

포!레스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557-3
T. 010-8350-9917
F. 070-4275-1220
www.for-rest.or.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숲

교육대상 : 유아, 초등, 중등
참가인원 : 50명
교육방법 :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수시 신청/전화 문의

포!레스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557-3
T. 010-8350-9917
F. 070-4275-1220
www.for-rest.or.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대관령소나무숲
교육대상 : 성인
참가인원 : 1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2시간30분
참 가 비 : 사전문의
참가방법 : 수시 신청/전화 문의

포!레스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557-3
T. 010-8350-9917
F. 070-4275-1220
www.for-rest.or.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신
 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수시 신청/전화 문의

포!레스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557-3
T. 010-8350-9917
F. 070-4275-1220
www.for-rest.or.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포
 !레스트/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창작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수시 신청/전화 문의

포!레스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557-3
T. 010-8350-9917
F. 070-4275-1220
www.for-rest.or.kr

13

프로그램 /주제

Walk for rest
숲
숲길 걷기를 통한 면역력 향상,
코로나 우울증 및 불안감 해소 등
코로나19 정서지원  숲길 트레킹

우리쌀이 좋아요
먹거리와 생활용품, 기타
유아 및 아동 대상으로 논과 쌀의 생태적
가치를 알아보는 찾아가는
친환경 식생활교육

지역농산물이 좋아요
먹거리와 생활용품
아동 대상으로 먹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친환경 식생활교육

건강한 간식을 먹어요
먹거리와 생활용품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을 알아보고  
건강한 간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위한 프로그램

동물복지-내마음의 온도를
높혀요
환경철학과 윤리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과 농장동물의  
습성,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한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장학교
먹거리와 생활용품
전통음식인 장(醬) 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지역농산물로 직접 장을 담글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친환경 식생활교육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대
 관령, 노추산, 도시숲 등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 장애인 등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1~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수시 신청/전화 문의

포!레스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557-3
T. 010-8350-9917
F. 070-4275-1220
www.for-rest.or.kr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신
 청기관
교육대상 : 유아, 초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놀이, 실험/실습
진행시간 : 1회 40분
참 가 비 : 유치부 5,000원(인)
                 초등 7,000원(인)
참가방법 : 전화신청접수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강릉시 선수촌로11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1층
T. 033-645-3311
F. 033-645-3316
E-mail. gwfoodedunet@hanmail.net
greentable.or.kr/gangwon/mainPage.do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신
 청기관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창작
진행시간 : 1회 40분
참 가 비 : 7,000원(인)
참가방법 : 전화신청접수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강릉시 선수촌로11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1층
T. 033-645-3311
F. 033-645-3316
E-mail. gwfoodedunet@hanmail.net
greentable.or.kr/gangwon/mainPage.do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신
 청기관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청년)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실험/실습
진행시간 : 1회 40분~1시간30분
참 가 비 : 초등 7,000원(인),
                 청소년 10,000원(인)
참가방법 : 전화신청접수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강릉시 선수촌로11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1층
T. 033-645-3311
F. 033-645-3316
E-mail. gwfoodedunet@hanmail.net
greentable.or.kr/gangwon/mainPage.do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신
 청기관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실험/실습, 놀이
진행시간 : 1회 40~60분
참 가 비 : 7,000원
참가방법 : 전화신청접수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강릉시 선수촌로11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1층
T. 033-645-3311
F. 033-645-3316
E-mail. gwfoodedunet@hanmail.net
greentable.or.kr/gangwon/mainPage.do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신
 청기관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실험/실습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20,000원(인)
참가방법 : 전화신청접수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강릉시 선수촌로11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1층
T. 033-645-3311
F. 033-645-3316
E-mail. gwfoodedunet@hanmail.net
greentable.or.kr/gangwon/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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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프로그램 /주제

식재료의 올바른 관리
먹거리와 생활용품
올바른 식재료 보관법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프로그램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신
 청기관
교육대상 : 어르신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실험/실습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10,000원(인)
참가방법 : 전화신청접수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강릉시 선수촌로11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1층
T. 033-645-3311
F. 033-645-3316
E-mail. gwfoodedunet@hanmail.net
greentable.or.kr/gangwon/mainPage.do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청
 초호, 영랑호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 교사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전화 / 홈페이지 신청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속초시 번영로 23번길 2, 3층
T. 033-636-4314
F. 033-635-9834
E-mail. sky@kfem.or.kr

운영일정 : 1월~12월
교육장소 : 지
 역 내의 숲
교육대상 : 가족단위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전화 / 홈페이지 신청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속초시 번영로 23번길 2, 3층
T. 033-636-4314
F. 033-635-9834
E-mail. sky@kfem.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2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전화 / 홈페이지 신청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속초시 번영로 23번길 2, 3층
T. 033-636-4314
F. 033-635-9834
E-mail. sky@kfem.or.kr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설
 악산국립공원 권금성 일대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T. 033-801-0900
F. 033-801-0969
E-mail. 2015070007@knps.or.kr
www.knps.or.kr

속초
청초호 철새 이야기
갯벌과 습지, 철새, 생물다양성
환경의 지표인 석호를 찾아오는           
(철)새를 통해, 자연의 원리를 찾고    
우리의 역할을 배우는 프로그램

얘들아, 숲에서 놀자
생물다양성, 숲
자연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자연을   
올바로 보고 받아들이는 감성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

탄소중립 히어로
기후변화와 대기, 기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보드게임과 함께
배우는 기후환경교육

[자연해설]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권금성
환경철학과 윤리, 환경문화예술
설악산국립공원의 권금성 설화 및      
자연, 문화자원을 알아보고 권금성의
자연ㆍ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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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제

[자연해설] 백담계곡 맑은 물
따라 생태기행
숲, 갯벌과 습지, 철새
식물을 통해 숲의 생태와 천이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설악산 대표 식물인    
참나무와 단풍나무, 숲을 이루는       
다양한 생물을 알아보는 환경교육

[자연해설]
주전골 굽이굽이 생태이야기
생물다양성, 숲
자연생태, 야생동물, 식물, 새,            
계류생태, 지형지질 등 다양한 자원   
소개 및 자연체험을 통한 환경 문제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환경교육

[자연해설] 오솔길 따라 숲속
탐험, 비룡폭포 자연해설
생물다양성, 숲
지형지질, 나무, 새, 야생동물,            
계류생태 및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상적인 숲의 모습에 대한 환경교육

[자연해설] 하나의 길 두 개의
숲과 함께하는 명상체험
생물다양성, 갯벌과 습지, 철새
야생화, 습지, 활엽수림 등 하나의 길에
대조적인 숲의 생태를 알아보는         
환경교육

[자연해설]
원시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곰배골 생태 이야기
생물다양성, 숲
태초의 원시림을 가지고 있는 곰배골을
탐방하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

[환경교육]
설악산 풀이음 숲속 놀이터
생물다양성, 물
숲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야생화, 야생동물, 나무, 곤충
등 자연생태에 대한 환경교육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설
 악산국립공원 백담 자연관찰로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T. 033-801-0900
F. 033-801-0969
E-mail. 2015070007@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설
 악산국립공원
                   오색 주전골 자연관찰로
교육대상 : 성인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T. 033-801-0900
F. 033-801-0969
E-mail. 2015070007@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설
 악산국립공원
                   비룡폭포 자연관찰로
교육대상 : 전연령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T. 033-801-0900
F. 033-801-0969
E-mail. 2015070007@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1월~12월
교육장소 : 설
 악산국립공원 명상길
교육대상 : 초등~성인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T. 033-801-0900
F. 033-801-0969
E-mail. 2015070007@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설
 악산국립공원 곰배골
교육대상 :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T. 033-801-0900
F. 033-801-0969
E-mail. 2015070007@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설
 악산국립공원
교육대상 : 유아~아동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놀이,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T. 033-801-0900
F. 033-801-0969
E-mail. 2015070007@knps.or.kr
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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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프로그램 /주제

기후놀이터
생물다양성, 숲
꿀벌이 우리 지구에 주는 이로움을    
놀이를 통해 학습하여 생물다양성과   
순환, 생태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안녕! 기후야
환경전반
지구를 지키는 지구특공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에너지, 물,
먹거리, 자원순환을 주제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숲과 함께 무럭무럭
숲, 생물다양성
생물의 소중함과 다양성을 보고, 듣고,
만지는 숲 체험 교육프로그램

물은 정말 소중해
물, 강과 호수
나의 일상 속 하루 물사용량               
놀이활동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가자! 학교 숲으로
숲, 생물다양성
학교의 생태를 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위한 숲체험
교육프로그램

너의 이름은
생물다양성, 환경철학과 윤리
우리 주변의 멸종위기 동물과 이를     
지키기 위한 실천방법을 알아보는     
체험교육프로그램

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기
 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교육대상 : 유아(5세)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놀이,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기
 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교육대상 : 유아(6세)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놀이, 견학/체험
진행시간 : 4회 4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기
 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교육대상 : 유아(7세)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놀이,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친
 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교육대상 : 유아(7세)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1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1학년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2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2학년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2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17

프로그램 /주제

플라스틱 멈춰
폐기물, 먹거리와 생활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탐구하고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

꾸러기 수사대
물, 강과 호수
물의 순환 및 오염원인을 알아보고    
올바른 물 사용방법을 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

기후야놀자
환경전반
기후위기 인식을 확산하고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탐구형 장기 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잡담
(JOB談)
환경철학과 윤리, 기후변화와 대기
환경가치를 알아보고 미래 진로를      
탐구하는 자기주도형 환경진로체험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기후캠프 Go,
Change! 기후센터로 튀어!
환경전반
청소년들의 기후환경 분야 인식제고와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그린리더십 캠프
환경전반, 지구환경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그린 리더십’을
계발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3학년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2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4학년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2회 3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신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5학년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토의/토론
진행시간 : 4회 5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중등
참가인원 : 60명
교육방법 : 놀이,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이메일, 전화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8월
교육장소 : 기
 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홍보관
교육대상 :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무박 3일, 1일 7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교육청 협력, 공개모집/전화 접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T. 033-747-3649
F. 033-746-8750
E-mail. agenda21@empas.com
wonju21.or.kr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강
 원도자연학습원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50명(최대 10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박 2일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문의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T. 033-731-1600
F. 033-732-7241
E-mail. ja1288kr@naver.com
www.chi128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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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평화 그리고 전환

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프로그램 /주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캠프
환경전반, 지구환경
환경과 생태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및
바람직한 환경 가치관 형성

치악이가 들려주는
유쾌한 숲 이야기
자연환경, 숲
강원도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자연 환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탄소중립 히어로
환경전반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실천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구 가:치 산다
(알랑말랑좋은소비,
나무한그루의 생명 )
환경전반, 생활환경
소비,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비대면/대면 환경학습 프로그램

내가 그린 잡(job)知
환경철학과 윤리, 기후변화와 대기
환경가치와 미래 진로를 탐구하는     
자기주도형 환경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구해줘 어스
(콩나와라 콩 외 3개프로그램)
생활환경, 기후변화와 대기
생물다양성, 에너지등의 주제로
진행하는 비대면 환경학습 프로그램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강
 원도자연학습원
교육대상 : 중등, 고등
참가인원 : 50명(최대10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박 2일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문의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T. 033-731-1600
F. 033-732-7241
E-mail. ja1288kr@naver.com
www.chi1288.kr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강
 원도자연학습원
교육대상 : 유아
참가인원 : 15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온라인접수/전화문의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T. 033-731-1600
F. 033-732-7241
E-mail. ja1288kr@naver.com
www.chi1288.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놀이,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2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전화문의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T. 033-731-1600
F. 033-732-7241
E-mail. ja1288kr@naver.com
www.chi1288.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실험/실습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시 온라인 접수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T. 033-731-1600
F. 033-732-7241
E-mail. ja1288kr@naver.com
www.chi1288.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육신청학교

또는
                   강원도자연학습원
교육대상 :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토의/토론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전화문의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T. 033-731-1600
F. 033-732-7241
E-mail. ja1288kr@naver.com
www.chi1288.kr

운영일정 : 5월~7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40~9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시 온라인 접수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T. 033-731-1600
F. 033-732-7241
E-mail. ja1288kr@naver.com
www.chi128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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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제

강원권역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전반
강원권역 초등, 중등학교에
환경교육을 위해 개조한 버스를
활용하여 방문교육 실시

꿩돌이와 함께하는
치악산 정글탐험
자연환경, 숲
사시사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치악산을 둘러보며 치악산 이야기와    
보은설화, 황장금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숲학교
지구환경, 생물다양성
치악산국립공원의 다양한 동·식물을  
알아보고, 탄소중립 교육 등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프로그램

치악산국립공원 자유학기제
환경전반, 지구환경
국립공원의 다양한 직업과 업무를      
소개하며, 국립공원의 안전관리와      
환경교육 등의 직업체험과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배우는 프로그램

치악산 홀씨 탐사단
지구환경, 생물다양성
국립공원의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이해하고 외래식물 제거와 같은 체험을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배우는 프로그램

금대에코힐링캠핑장
마음산책
자연환경, 숲
금대 자연관찰로 트레킹과 소리, 촉감,
향기를 느껴보는 힐링 명상 에코엔티어링
퀴즈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얻는
프로그램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1시간 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환경교육포털 접수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T. 033-731-1600
F. 033-732-7241
E-mail. ja1288kr@naver.com
www.chi1288.kr

운영일정 : 연중(10시, 14시)
교육장소 : 치
 악산 자연관찰로 및 황장목숲길
교육대상 : 전연령
참가인원 : 제한없음(사회적거리두기등정부지침에따름)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
예약신청 및 현장접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T. 033-740-9900
F. 033-731-8406
E-mail. pds9912@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치
 악산국립공원 일원 및           
체험학습관
교육대상 : 유아
참가인원 : 제한없음(사회적거리두기등정부지침에따름)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문 및 이메일 접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T. 033-740-9900
F. 033-731-8406
E-mail. pds9912@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4월~11월(당일형)
교육장소 : 치
 악산국립공원 일원
교육대상 : 중등
참가인원 : 제한없음(사회적거리두기등정부지침에따름)
교육방법 : 견학/체험,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6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문 및 이메일 접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T. 033-740-9900
F. 033-731-8406
E-mail. pds9912@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신
 청학교 및 치악산국립공원 일원
교육대상 : 중등
참가인원 : 제한없음(사회적거리두기등정부지침에따름)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8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문 및 이메일 접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T. 033-740-9900
F. 033-731-8406
E-mail. pds9912@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치
 악산국립공원 금대야영장 일원
교육대상 : 전연령
참가인원 : 제한없음(사회적거리두기등정부지침에따름)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
예약신청 및 현장접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T. 033-740-9900
F. 033-731-8406
E-mail. pds9912@knps.or.kr
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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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평화 그리고 전환

인제
프로그램 /주제

국내람사르습지1호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
생물다양성, 갯벌과 습지, 철새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고층습원에 대한 이해, 용늪의 다양한
생물 관찰, 람사르습지도시 이해

대암산 심적산림습원
생물다양성, 갯벌과 습지, 철새
대암산 700m에 위치한 산지습지에  
서식하는 끈끈이주걱 등의 습지식물과
나비 관찰

향로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숲길 걷기
생물다양성, 숲
백두대간과 DMZ가 만나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생태지역 탐방

토종종자의 이해와
유기농업 체험
기후변화와 대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의 이해와
자연에너지 체험
기후변화와 대기, 먹거리와 생활용품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영상시청, 설명),
자전거발전기, 태양열조리기를          
이용하여 음식만들기

슬로푸드 체험
먹거리와 생활용품
엄나무순, 곰취, 양파, 마늘 등 제철    
임산물과 농산물을 재료로 활용하여  
장아찌 만들기, 막장만들기

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5월~10월
교육장소 : 대
 암산 용늪 현장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 노인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4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신청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T. 033-463-5155~7
F. 033-463-5158
E-mail. dmzecopeace@gmail.com
www.dmzecopeace.com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심
 적산림습원 현장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조사/관찰,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3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신청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T. 033-463-5155~7
F. 033-463-5158
E-mail. dmzecopeace@gmail.com
www.dmzecopeace.com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숲
 길 현장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 노인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3~4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신청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T. 033-463-5155~7
F. 033-463-5158
E-mail. dmzecopeace@gmail.com
www.dmzecopeace.com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강
 의실, 자연농 야외교실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노작(텃밭 등)
진행시간 : 1회 1~2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신청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T. 033-463-5155~7
F. 033-463-5158
E-mail. dmzecopeace@gmail.com
www.dmzecopeace.com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자
 연에너지 체험장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토의/토론
진행시간 : 1회 1~2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신청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T. 033-463-5155~7
F. 033-463-5158
E-mail. dmzecopeace@gmail.com
www.dmzecopeace.com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강
 의실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노인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실험/실습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신청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T. 033-463-5155~7
F. 033-463-5158
E-mail. dmzecopeace@gmail.com
www.dmzecope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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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제

설악산 계곡 따라 힐링여행
숲, 생물다양성
설악산의 우수한 지형ㆍ경관 계곡을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

산양 찾아 한계리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대기
자작나무 사이에서 자연체험을 통해  
힐링하고 설악산 깃대종인 산양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설악산 이야기와
환경을 지키는 실천프로그램
기후변화와 대기, 에너지
설악산의 비경과 명소를 알아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만들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국립공원 숲에서 놀자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대기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배우고,             
미션해결,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출발! 백두대간 탐험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대기
설악산의 백두대간과 DMZ권역을      
활용하여 안보견학과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산양과 함께하는 두드림!
(Do Dream)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대기
국립공원 녹색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설
 악산생태탐방원,
                 십이선녀탕계곡
교육대상 : 전연령(유아ㆍ어린이 동반은 사전 협의)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생태탐방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T. 033-439-9300
F. 033-439-9301
E-mail. limton@knps.or.kr
www.knps.or.kr/naturecenter/
seoraksan/index

운영일정 : 1월~12월
교육장소 : 설
 악산생태탐방원
교육대상 : 전연령(유아ㆍ어린이 동반은 사전 협의)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생태탐방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T. 033-439-9300
F. 033-439-9301
E-mail. limton@knps.or.kr
www.knps.or.kr/naturecenter/
seoraksan/index

운영일정 : 1월~12월
교육장소 : 설
 악산생태탐방원
교육대상 : 전연령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실험/실습,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설악산생태탐방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T. 033-439-9300
F. 033-439-9301
E-mail. limton@knps.or.kr
www.knps.or.kr/naturecenter/
seoraksan/index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설
 악산생태탐방원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4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문의

설악산생태탐방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T. 033-439-9300
F. 033-439-9301
E-mail. limton@knps.or.kr
www.knps.or.kr/naturecenter/
seoraksan/index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설
 악산생태탐방원, DMZ권역
교육대상 : 중등, 고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6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문의

설악산생태탐방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T. 033-439-9300
F. 033-439-9301
E-mail. limton@knps.or.kr
www.knps.or.kr/naturecenter/
seoraksan/index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설
 악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연구원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4시간
참 가 비 : 유료
참가방법 : 전화문의

설악산생태탐방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T. 033-439-9300
F. 033-439-9301
E-mail. limton@knps.or.kr
www.knps.or.kr/naturecenter/
seoraksan/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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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프로그램 /주제

학교숲을 활용한 숲환경교육
숲, 기타
학교숲과 학교 인근의 공원, 숲에서   
숲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생태환경, 교과연계형 체험, 자연놀이를
통해 숲의 가치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똑딱뚝딱 넓어지는 숲세상
숲, 기후변화와 대기
숲가꾸기의 산물인 간벌재, 나뭇가지
또는 가공목재, 판재 등을 활용한 목공
체험프로그램
나무목걸이, 나무상자 등 소품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숲과 목재 등의 기능,   
역할, 지구기후 등에 대해 알아보기

어린이숲탐사대
숲, 생물다양성
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마다 지역내 공원, 녹지, 하천, 보호수
등에서 숲체험프로그램을 진행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 환경 등에   
대한 체험을 통해 환경의식 고취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정화/
우리는 환경지킴이
지구환경, 기후변화와 대기
4단계로 환경교육 진행,
미세먼지의 정의와 원인,
미세먼지가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공기정화 식물의 기능성  알아보기,
Air Plant 화분제작과 식물키우기

소양강유역주변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활동 및 생태보전운동
생활환경, 강과 호수
소양강 유역관내 하천, 등산로,            
도로변 등에 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통한
수질개선 및 환경정화

거리 정화활동과
위해식물 제거활동
자연환경, 문화환경
EM교육 및 보급과 홍보활동을 통한 수질
개선 인식 개선, 수변지역 위주 정화화
활동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 위해식물
제거활동을 통한 토종생태계 보존

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각
 급 학교 및 인근 녹지공간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15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모집시 이메일신청

사단법인춘천생명의숲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64, 3층
T. 033-242-7454
F. 033-3442-7456
E-mail. chforest@hanmail.net
www.chforest.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신
 청기관 학급, 과학실 등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15명
교육방법 : 창작,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재료비 일부
참가방법 : 모집시 이메일신청

사단법인춘천생명의숲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64, 3층
T. 033-242-7454
F. 033-3442-7456
E-mail. chforest@hanmail.net
www.chforest.kr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공
 원, 하천, 숲, 유적지
교육대상 : 유아, 초등(저)
참가인원 : 1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1회 2시간30분
참 가 비 : 참가비 일부
참가방법 : 모집시 이메일신청

사단법인춘천생명의숲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64, 3층
T. 033-242-7454
F. 033-3442-7456
E-mail. chforest@hanmail.net
www.chforest.kr

운영일정 : 4월~12월
교육장소 : 각
 초등학교 교실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문으로 공개모집 신청

춘천환경운동연합
강원도 춘천시 충혼길44번길 16, 1층
T. 033-252-1098
F. 033-256-3454
E-mail. flcl0859@naver.com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소
 양강 유역관내 지역
교육대상 : 일반(회원)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기타
진행시간 : 1회 3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자유신청

춘천환경운동연합
강원도 춘천시 충혼길44번길 16, 1층
T. 033-252-1098
F. 033-256-3454
E-mail. flcl0859@naver.com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춘
 천시 수변지역 위주
교육대상 : 일반(회원)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기타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자유신청

춘천환경운동연합
강원도 춘천시 충혼길44번길 16, 1층
T. 033-252-1098
F. 033-256-3454
E-mail. flcl08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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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제

북극곰 꼬미와 지글지글 뿡뿡
마녀 & 에너지야 반가워
기후변화와 대기, 에너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교육을 손인형극 동영상과   
워크북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함

사라질 위기의 동물들을
찾아라
기후변화와 대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활용한
꾸미기 활동 및 지구를 지키는            
실천 방법 알아보기

지구가 아파요
기후변화와 대기, 기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지구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
방법을 생각해보기

내가 차린 푸른 식탁
기후변화와 대기, 먹거리와 생활용품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탄소발자국을  
이해하고 식탁차리기 교구를 활용한  
푸드마일리지 알아보기

미세먼지가 코에 들어간다면
기후변화와 대기, 기타
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영상과     
AR 워크북 활용을 통해 알아보기

지구가 주는 생생에너지
기후변화와 대기,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미래 대체 에너지원을 구상하는 등                  
에너지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대상 : 유아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인형극, 기타
진행시간 : 1회 4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학교
교육대상 : 초등(저)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4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학교
교육대상 : 초등(저)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2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학교
교육대상 : 초등(고)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4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학교
교육대상 : 초등(고)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4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학교
교육대상 : 중등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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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프로그램 /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미래직업
기후변화와 대기, 에너지
탄소중립을 이해하고 에너지 플러스 마을
만들기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대응
전략에 따른 갈등 상황에 대해 알고,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 직업(진로) 탐색하기

함께 사는 지구를 살리는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수호자”
기후변화와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원인 및 국내외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청년들의 직업탐색을 위한   
자원순환과 업사이클링 교육프로그램

기후변화 이해과정
기후변화와 대기, 환경법과 제도
기후변화의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으로 정책실무자인 공무원  
대상으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후변화 이해과정

기후변화교육 강사양성과정
기후변화와 대기,  환경법과 제도(협약 등)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자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이론 교육과   
교육실습 운영

숲에서 폴짝(초등)
숲, 생물다양성
숲 관찰, 놀이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연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산림(숲)교육 프로그램

숲에서 반짝(중고등)
숲, 생물다양성
숲 속 모험과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학교
교육대상 : 고등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1시간4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기관
교육대상 : 군인, 일반
참가인원 : 4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기관
교육대상 : 공무원
참가인원 : 4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토의/토론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별도 문의 및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11월
교육장소 : 강
 원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대상 : 일반(강사)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년 1회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T. 033-259-0114, 0165
F. 033-259-0119
E-mail. hj@kric.re.kr
www.kric.re.kr-한국기후변화연구원
www.co2edu.com-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국
 립춘천숲체원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10명 이상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참 가 비 : 당일형 10,000원, 1박2일형
44,000원, 2박3일형 93,000원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춘천숲체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2길 331
T. 033-912-9000
F. 033-912-9001
E-mail. maalox@fowi.or.kr
ccfowi.modoo.at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국
 립춘천숲체원
교육대상 : 중등, 고등
참가인원 : 10명 이상
교육방법 : 견학/체험, 놀이
진행시간 :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참 가 비 : 당일형 22,000원, 1박2일형
47,500원, 2박3일형 95,000원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춘천숲체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2길 331
T. 033-912-9000
F. 033-912-9001
E-mail. maalox@fowi.or.kr
ccfowi.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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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제

숲체험교육사업
숲, 생물다양성
소외계층과 국가 재난(코로나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회복 및       
심신 안정을 지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일반 개인 및 단체
숲, 생물다양성
숲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증진과 자연감성을    
함양하는 산림교육 및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국
 립춘천숲체원
교육대상 : 소외계층, 노인, 국가 재난 기여자
및 피해자 등
참가인원 : 10명 이상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춘천숲체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2길 331
T. 033-912-9000
F. 033-912-9001
E-mail. maalox@fowi.or.kr
ccfowi.modoo.at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국
 립춘천숲체원
교육대상 : 일반
참가인원 : 10명 이상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당일형, 숙박형
참 가 비 : 유료(사전협의)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춘천숲체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2길 331
T. 033-912-9000
F. 033-912-9001
E-mail. maalox@fowi.or.kr
ccfowi.modoo.at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15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홈페이지 신청

사)태백생명의숲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17, 3층
T. 033-552-1190
F. 033-554-1190
E-mail. tbforest@hanmail.net
www.tbforest.or.kr

운영일정 : 9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실험/ 실습, 기타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홈페이지 신청

사)태백생명의숲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17, 3층
T. 033-552-1190
F. 033-554-1190
E-mail. tbforest@hanmail.net
www.tbforest.or.kr

운영일정 : 4월~7월
교육장소 : 교
 육 신청팀
교육대상 : 일반(직장인)
참가인원 : 1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조사/관찰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홈페이지나 전화신청

사)태백생명의숲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17, 3층
T. 033-552-1190
F. 033-554-1190
E-mail. tbforest@hanmail.net
www.tbforest.or.kr

태백
잎의 한해살이
문화환경, 환경철학과 윤리
식물의 잎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잎의 역할과 일년간의 변화를
계절별로 설명하며 잎의 역할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낙엽으로 그림 그리기
환경전반, 기후변화와 대기
낙엽현상과 자연의 변화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낙엽을  
표현해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프로그램

식물의 전략
에너지,  숲
긴 겨울 끝의 잿빛세상을 밝혀주는    
강인한 봄꽃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생존
전략의 지혜를 엿보며 작은 꽃들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듯이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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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제

나의 목공예품 만들기
기후변화와 대기, 숲
나무의 나이테를 관찰하며 알아보고  
나만의 목공예품을 만들고,               
의미와 이야기를 담아보기

꽃 점토 액자 만들기
생물다양성, 숲
봄, 여름의 생태현상과 자연의 변화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꽃의 구조 관찰과
자신만의 방법으로 꽃을 사용해 액자를
만들어 보기

숲에서 푸른 꿈을 가져라
에너지, 숲
숲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아보고,     
숲에 있는 나무와 낙엽 등
자연에서의 재료를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
가다!
자연환경, 숲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를 찾아 탐방하면서
자연과 물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나아가 환경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금대봉의 세가지 보물
자연환경, 숲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동행하며 자연생태에 대해 배우는
환경교육프로그램

똑똑똑 태백산 숲학교
자연환경, 지구환경
자연물을 이용한 오감체험을              
누리과정과 접목하여 만든                
환경교육프로그램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 신청 팀(1모둠당 5명)
교육대상 : 일반(직장인)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창작
진행시간 : 1회 3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홈페이지나 전화신청

사)태백생명의숲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17, 3층
T. 033-552-1190
F. 033-554-1190
E-mail. tbforest@hanmail.net
www.tbforest.or.kr

운영일정 : 3월~10월
교육장소 : 교
 육 신청 팀(1모둠당 5명)
교육대상 : 일반(직장인)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창작, 기타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홈페이지나 전화신청

사)태백생명의숲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17, 3층
T. 033-552-1190
F. 033-554-1190
E-mail. tbforest@hanmail.net
www.tbforest.or.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학교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놀이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홈페이지나 전화신청

사)태백생명의숲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17, 3층
T. 033-552-1190
F. 033-554-1190
E-mail. tbforest@hanmail.net
www.tbforest.or.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검
 룡소 탐방로
교육대상 :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국립공원 예약홈페이지 신청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59
T. 033-550-0000
F. 033-552-7836
E-mail. yhj8817@knps.or.kr
www.knps.or.kr/taebaek

운영일정 : 4월~9월
교육장소 : 두
 문동재탐방지원센터
교육대상 : 중등, 고등,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국립공원 예약홈페이지 신청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59
T. 033-550-0000
F. 033-552-7836
E-mail. yhj8817@knps.or.kr
www.knps.or.kr/taebaek

운영일정 : 4월~10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 유아기관 및 국립공원
일원
교육대상 : 유아, 초등(사전모집)
참가인원 : 25명
교육방법 : 놀이,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별도 모집공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59
T. 033-550-0000
F. 033-552-7836
E-mail. yhj8817@knps.or.kr
www.knps.or.kr/tae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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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프로그램 /주제

찾아가는 환경교육
생활환경
상자텃밭 교육, 에너지 교육, EM활용 교육,
하천 생태모니터링 교육, 자원순환 교육 등
1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하는 찾아가는
환경 교육

이상한 기후 이야기(10강좌)
기후변화와 대기, 생활환경
기후변화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대응 행동
및 실천 노력을 설계하는 10회차의   
이상한 기후 이야기 찾아가는 기후학교

찾아가는 인형극 지구가 아파요
기후변화와 대기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인형극

와글와글 독서토론
문화환경, 자연환경
공동체, 인권, 환경등을 소재로한      
토론 학습

에코라이프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자연환경, 물
E.M을 활용한 생활 환경 주민 교육

에코리폼공예 지도사
양성교육
폐기물, 기타
업사이클,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순환
주민교육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유아, 초등, 중등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실험/실습
진행시간 : 1회 1~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FAX or E-mail 접수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새싹길33, 1층 2호
T. 033-332-2114
F. 033-330-2334
E-mail. jinb58@hanmail.net
www.pcsd.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각
 학교 지정 교실
교육대상 : 평창관내 초등, 중등
참가인원 : 15명(1학급)
교육방법 : 프로젝트
진행시간 : 1회 4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FAX or E-mail 접수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새싹길33, 1층 2호
T. 033-332-2114
F. 033-330-2334
E-mail. jinb58@hanmail.net
www.pcsd.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교
 육신청학교
교육대상 : 유아, 초등
참가인원 : 30명(1학급)
교육방법 : 놀이,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FAX or E-mail 접수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새싹길33, 1층 2호
T. 033-332-2114
F. 033-330-2334
E-mail. jinb58@hanmail.net
www.pcsd.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지
 정 장소
교육대상 : 초등
참가인원 : 10명(1학급)
교육방법 : 토의/토론,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FAX or E-mail 접수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새싹길33, 1층 2호
T. 033-332-2114
F. 033-330-2334
E-mail. jinb58@hanmail.net
www.pcsd.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지
 정 장소
교육대상 : 성인,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실험/실습,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자격증 응시료 자부담)
참가방법 : FAX or E-mail 접수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새싹길33, 1층 2호
T. 033-332-2114
F. 033-330-2334
E-mail. jinb58@hanmail.net
www.pcsd.or.kr

운영일정 : 3월~12월
교육장소 : 지
 정 장소
교육대상 : 성인,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실험/실습,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자격증 응시료 자부담)
참가방법 : FAX or E-mail 접수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새싹길33, 1층 2호
T. 033-332-2114
F. 033-330-2334
E-mail. jinb58@hanmail.net
www.pc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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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평화 그리고 전환

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프로그램 /주제

전나무숲 가족이야기
숲, 생물다양성
전나무숲의 자연생태를 관찰하고,      
계절별 자연과 문화 해설을 들으며     
자연에 대한 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선재길 따라 힐링여행
숲, 생물다양성
천년의 숲 선재길을 걸으며,               
자연 생태계 관찰 및 해설을 듣고 사회
속에서 힘들고 고되었던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율곡이이가 반한
작은 금강산, 소금강
숲, 생물다양성
명승 제1호 소금강의 자연생태 및      
소금강에 위치한 다양한 명소들에 대한
해설을 들음으로써 소금강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지식 습득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연중
교육장소 : 오
 대산국립공원 전나무숲
교육대상 :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및 현장 예약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T. 033-332-6417
F. 033-333-5461
E-mail. nanoah@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5월~11월
교육장소 : 오
 대산국립공원 선재길
교육대상 : 일반
참가인원 : 3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및 현장 예약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T. 033-332-6417
F. 033-333-5461
E-mail. nanoah@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4월~11월
교육장소 : 소
 금강 무릉계-구룡폭포
교육대상 : 일반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1시간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홈페이지 및 현장 예약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T. 033-332-6417
F. 033-333-5461
E-mail. nanoah@knps.or.kr
www.knps.or.kr

운영일정 : 4월~11월(주말운영)
교육장소 : 자
 연환경연구공원 일원
교육대상 : 전연령
참가인원 : 13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30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연구관 1층 로비 신청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T. 033-248-6570
F. 033-248-6596
E-mail. Jogy@korea.kr
ecopark.gwd.go.kr

운영일정 : 연중무휴(10:00~17:00)
교육장소 : 자
 연환경연구공원 탐방안내소
교육대상 : 전연령
참가인원 : 10명
교육방법 : 창작
진행시간 : 1회 20분
참 가 비 : 만들기별 상이(1,000~2,000원)
참가방법 : 연구관 1층 로비 신청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T. 033-248-6570
F. 033-248-6596
E-mail. Jogy@korea.kr
ecopark.gwd.go.kr

홍천
전기차 운행
숲
자연환경연구공원 일원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환경체험

만들기 체험
기타
목공예, 손수건 탁본, 버튼 만들기 등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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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제

계절환경학교
숲, 강과 호수
연구공원 내 생태자원 및 환경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숲, 물
산림·환경 분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도내 청소년들이 현장에서의 체험 및
실험으로 자신들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기 특화 프로그램
기타
멸종위기 식물전시전, 반딧불이 체험
행사, 별자리관찰 체험행사 등
연구공원 일원에서 월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4월~11월(사전예약)
교육장소 : 연
 구공원 일원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참가인원 : 1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및  
전화신청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T. 033-248-6570
F. 033-248-6596
E-mail. Jogy@korea.kr
ecopark.gwd.go.kr

운영일정 : 4월~11월(사전예약)
교육장소 : 연
 구공원 일원
교육대상 : 중등, 고등
참가인원 : 15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및  
전화신청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T. 033-248-6570
F. 033-248-6596
E-mail. Jogy@korea.kr
ecopark.gwd.go.kr

운영일정 : 4월~11월(사전예약)
교육장소 : 연
 구공원 일원
교육대상 : 월별 프로그램 마다 상이
참가인원 : 40~10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월별 프로그램 마다 상이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신청 및  
전화신청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T. 033-248-6570
F. 033-248-6596
E-mail. Jogy@korea.kr
ecopark.gwd.go.kr

운영일정 : 3월~11월
교육장소 : 한
 국수달연구센터
                 (강원도 화천군)
교육대상 : 초등, 중등, 고등
참가인원 : 4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견학/체험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전화 및 홈페이지 신청(사전예약)

(사)한국수달보호협회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869-129
T. 033-441-9798
F. 033-441-9799
E-mail. heart@akoc.org
www.akoc.org

화천
수달과 친구하기
체험프로그램
환경전반, 생물다양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환경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등에
대한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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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프로그램 /주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환경교육
및 흙공던지기 체험
자연환경, 물
EM발효액을 이용한 흙공만들기        
체험과 하천에 흙공을 던지므로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킴

포레스트 에코리더
숲,  기후변화와 대기
숲속에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이해 및
보호 방법을 배우며, 환경실천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프로그램
총 8회차(정기형), 총 4회차(선택형)로
구성

에코리더 프로젝트(비대면형)
숲, 기후변화와 대기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 인식
및 동화책 업사이클 숲팝업북 만들기

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일시 / 장소 / 기타

주최 / 문의
운영일정 : 4월~10월
교육장소 : 횡
 성하천(섬강, 주천강, 전천강,
소사천 등)
교육대상 : 일반(횡성군민)
참가인원 : 10명
교육방법 : 견학/체험,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2시간
참 가 비 : 무료
참가방법 : 공개모집 군청 홈페이지 신청

횡성환경운동연합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대동로 2
T. 033-344-7896
F. 033-345-7896
E-mail. hoengseong@kfem.or.kr

운영일정 : 2월~11월
교육장소 : 내
 부(국립횡성숲체원),
                 외부(교육 신청 장소)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20명
교육방법 : 강의/해설, 토의/토론
진행시간 : 1회 2~3시간
참 가 비 : 52,500원(인)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신청서 제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횡성숲체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T. 033-340-6315
F. 033-340-6400
E-mail. gogreen45@fowi.or.k
hoengseong.fowi.or.kr

운영일정 : 1월~12월
교육장소 : 신
 청 장소(비대면 키트형)
교육대상 : 초등, 중등
참가인원 : 100명
교육방법 : 창작, 강의/해설
진행시간 : 1회 1시간
참 가 비 : (단체) 4,500원(20인 이상)           
(개인) 5,000원
참가방법 : 홈페이지 신청(신청서 제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횡성숲체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T. 033-340-6315
F. 033-340-6400
E-mail. gogreen45@fowi.or.k
hoengseong.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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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환경교육 기관 단체ㆍ소개

강릉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영리단체 / 1999년

강릉시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9층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행정, 기업, 시민들이 누구도

T. 033-648-3390 / F. 033-648-1227

소외받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추진하는

www.gna21.or.kr

거버넌스 기구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e-zen)
공공기관 / 2014년

포!레스트(강릉생명의숲부설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예비 사회적기업 / 2019년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비영리사단법인 / 2010년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수시설로 기후변화에 대응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하고 친환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강릉의 랜드마크

T. 033-923-0201 / F. 033-640-4273
www.gn.go.kr/greencity

숲과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징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557-3

다리가 되어 숲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T. 010-8350-9917/ F. 070-4275-1220

고자 함

www.for-rest.or.kr

식생활 관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드높여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11,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생태계의 보전, 농어업ㆍ농산

미디어촌5단지 사회복지관1층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T. 033-645-3311 / F. 033-645-3316
greentable.or.kr/gangwon

속초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비영리민간단체 / 1996년

환경의 파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23번길 2, 3층

자각하고 환경운동을 통해 생태계의 보존과 생명의

T. 033-636-4314 / F. 033-635-9834

소중함으로 우리 후손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
도록 하기 위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공기관 / 1987년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T. 033-801-0900 / F. 033-801-0969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

www.knps.or.kr

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원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단체 / 2001년

의제21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원주시의 환경적으로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 기관, 기업 등과 함께

T. 033-747-3649 / F. 033-746-8750

지속가능한 원주를 위해 비전 제시

wonju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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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연학습원
공공시설(비영리법인) / 1985년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정신을 증진시키고, 대자연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속에서 단체훈련을 통하여 폭넓은 인간성과 늠늠한

T. 033-731-1600 / F. 033-732-7241

기상을 키우며, 질서, 협동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www.chi1288.kr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설립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공기관 / 1987년

「국립공원공단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T. 033-740-9900 / F. 033-731-8406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

www.knps.or.kr/chiak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인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비영리 사단법인 / 2009년

설악산생태탐방원
공공기관 / 2018년

DMZ 일원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와 평화생명통일의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

T. 033-463-5155~7 / F. 033-463-5158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됨

www.dmzecopeace.com

자연ㆍ사람ㆍ미래를 연결하는 국립공원 생태체험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T. 033-439-9300 / F. 033-439-9301

기여하기 위함

www.knps.or.kr/naturecenter/seoraksan

춘천
춘천생명의숲
비영리민간단체 / 1988년

춘천환경운동연합
비영리민간단체 / 1993년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재단법인 / 2008년

국립춘천숲체원
공공기관 / 2016년(2020년)

숲을 가꾸고 시민에게 자원봉사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64, 3층

하여 산림환경개선 및 국토보전에 기여하며, 지속가능

T. 033-242-7454 / F. 033-3442-7456

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목적으로함

www.chforest.kr

춘천 및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춘천시 충혼길44번길 16, 1층

강원도와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T. 033-252-1098 / F. 033-256-3454

삶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아가기 위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대책을 체계적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3~4층

으로 조사ㆍ연구하고, 온실가스 감축ㆍ탄소배출권

T. 033-259-0114, 0165 / F. 033-259-0119

창출 및 청정 에너지개발 등을 통하여 전 인류의 삶의

www.kric.re.kr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www.co2edu.com -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2길 331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T. 033-912-9000 / F. 033-912-9001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기여하기 위함

ccfowi.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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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사)태백생명의숲
사단법인 / 1998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공기관 / 1987.7.1(공단) / 2016.8.22(사무소)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17, 3층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T. 033-552-1190 / F. 033-554-1190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www.tbforest.or.kr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59

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T. 033-550-0000 / F. 033-552-7836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

www.knps.or.kr/taebaek

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평창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 2006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현 세대의 개발욕구를

강원도 평창읍 평창새싹길33, 1층 2호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T. 033-332-2114 / F. 033-330-2334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UN의 권고에 의해 만들

www.pcsd.or.kr

어진 민관협력기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공기관 / 1975년

자연 보전을 위한 전문 관리 및 생태 건강 지향과 국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 및 행복 추구를 목적

T. 033-332-6417 / F. 033-333-5461

으로 함

www.knps.or.kr

홍천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공공기관 / 2008년

생명의 근원인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이자 미래의 가치이므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이러한

T. 033-248-6570 / F. 033-248-6596

자연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ecopark.gwd.go.kr

수(水)생태계의 지표종인 수달의 보존과 연구를 실행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869-129

하며 탐방객의 자연생태 이해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T. 033-441-9798 / F. 033-441-9799

체험과 평생 교육의 장이자 휴식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www.akoc.org

화천
(사)한국수달보호협회
비영리민간단체 / 2005년 3월

자연과학의 발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횡성
횡성환경운동연합
비영리단체 / 2000년

국립횡성숲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 / 2005년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횡성지역 생태계를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대동로 2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T. 033-344-7896 / F. 033-345-7896

함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삷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T. 033-340-6315 / F. 033-340-6400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

hoengseong.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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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환경교육 관련 시설ㆍ자원

강릉
강릉솔향수목원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오랫동안 잘 보존한 칠성산의 금강소나무 원시림을

강원 강릉시 구정면 수목원길 156

토대로 문을 연 수목원. 관목원, 난대 식물원 등으로

T. 033-660-2322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 유아 숲 체험 진행

www.gn.go.kr/solhyang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옛길 127-42

조성한 산림으로 씨앗을 산에 뿌려 조성한 금강소나무

T. 033-642-8651(예약문의)

숲, 치유 움막, 솔향기 터, 치유 숲길 등 다양한 산림치유

www.fowi.or.kr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숲. 유아~성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진행

숲사랑홍보관

정동-심곡바다부채길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 이후 아름다운 금수강

강원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 1

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T. 033-644-4852

전시 및 체험관

gtdc.or.kr/dzSmart/article/lovingForest_intro.do

천연기념물 제437호.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 놓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14-3

길을 닮아 지어진 지명으로 약 2.86㎞ 탐방로를 통해

T. 심곡매표소 033-641-9445

비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

T. 정동매표소 033-641-9444

단구

searoad.gtdc.or.kr

송지호에서 떼지어 이리저리 날아드는 철새들의 군무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21

한눈에 보이는 철새관망타워

T. 033-680-3556

고성
송지호관망타워

www.gwgs.go.kr/prog/tursmCn/tour/

화진포생태박물관

화진포호수의 생태계를 관찰, 학습할 수 있는 박물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78

영상, 실물모형 등으로 화진포호의 생성과정, 동식물

T. 033-681-8311

생태계 등 관찰 가능

www.gwgs.go.kr/prog/tursmCn/tour/

동해
천곡황금박쥐동굴

국내 최장의 천정용식구, 커튼형 종유석, 석회화 단구,

강원 동해시 동굴로 50

종유폭포 등과 희귀석들, 내부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

T. 033-539-3630

20여 종의 2차 생성물로 구성된 도심에 위치한 동굴

www.dh.go.kr/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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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바다 풍경과 맹방해변, 덕산해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산136

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도보 생태 탐방로.

www.samcheok.go.kr/tour/

대나무 숲이 우거진 나무데크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로
올라가는 내륙코스(317m)와 해상 기암괴석을 감상
할 수 있는 해안코스(626m)로 구성

봉황산산림욕장

산꼭대기에는 일명 육향대라고도 하는, 신선각이 있고,

강원 삼척시 정상동 362

산림욕장, 체육시설, 오솔길 산책로로 조성 된 삼척

T. 033-570-3425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산림욕장. 매년 4월이면 벚꽃이

www.samcheok.go.kr/tour/

만발하여 벚꽃명소로 유명

삼척활기치유의숲

건강증진과 치유기능을 위해 산림휴양치유마을, 유아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651-230

숲체험원, 공동체 치유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친환경적

T. 033-571-2600

인 시설물을 배치한 숲. 족욕, 다도 테라피 등 테라피

www.samcheok.go.kr/healinglife

프로그램 진행

환선굴

천연기념물 제178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복잡한 구조를 지닌 석회암 동굴

T. 033-541-9266

종유석, 석순, 석주가 웅장하게 잘 발달되어 있고 많은

www.samcheok.go.kr/tour/

동굴생물이 서식 중.  모노레일 운행으로 편리한 입장
가능

속초
설악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171호. 국제적으로도 그 보존 가치가 인정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

되어 1982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T. 033-801-0900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 광대한 면적에 수많은 동식

seorak.knps.or.kr

물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수려한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원

설악산자생식물원

기존 천연림을 훼손하지 않고 야생화 단지와 천연림을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바람꽃마을길 164

조화시켜 타 식물원과는 차별화 된 인위적이지 않고

T. 033-639-2928

자연친화적인 식물원. 암석원, 야생화 단지, 미로원,

www.sokcho.go.kr

온실원, 숲탐방로, 수생식물원, 산책로 조성

양구
국립DMZ자생식물원

분단 이후 50여 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ㆍ제한되어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916-70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주요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

T. 033-480-3020

하는 등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가진 식물원. DMZ지역의

kna.forest.go.kr

희귀, 특산식물을 보전하는 역할

국토정중앙천문대

우리나라의 중심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국토정중앙로 127

위해 한반도 정중앙 부근에 건설한 시민천문대. 천체

T. 033-480-7257

관측 가능

www.yg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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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양구수목원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대암산 해발 450m의 자락에

강원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 310번길 132

조성된 수목원. DMZ야생동물생태관, DMZ야생화

T. 033-480-7391(수목원)

분재원, DMZ무장애나눔숲길, 생태탐방로가 어우러진

T. 033-480-7393(야생동물생태관)

자연 중심의 생태 타운. 숲 해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T. 033-480-7392(야생화분재원)
www.yg-eco.kr/

영월
별마로천문대

최상의 관측조건인 해발 799.8m에 자리해 천체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

관측 할 수 있는 지하2층~지상4층 규모의 천문대.

T. 033-372-8445

천문대가 위치한 봉래산 정상에는 활공장이 있어 넓은

www.yao.or.kr:451

시야로 풍경과 영월읍내 야경을 감상

어라연계곡

동강 상류에 속하며 동강의 많은 비경 중에서도 가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어라연길 259

경치가 빼어나기로 유명한 계곡

T. 1577-0545
www.yw.go.kr/tour/index.do

영월화석박물관

선캄브리아누대부터 현생누대까지, 원생대부터 고생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평창강로 139

중생대, 신생대 화석을 직접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T. 033-375-0088

박물관. 공룡알과 배변, 운석 등 영월 내외 다양한

www.ywmuseum.com

화석들이 마련되어 있어 볼거리가 풍부

영월곤충박물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관

국내 외 곤충 생물 및 표본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멸종 위기곤충들에 대한 인공증식과 복원을 연구하는

T. 033-374-5888

박물관

www.insectarium.co.kr

2015년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영월 한반도습지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안새내길 63-40

알아 볼 수 있는 문화관. 생태문화관, VR 영상체험실,

T. 033-373-0880

습지 포토존, 전망대 2개소, 탐방로 등을 갖춘 시설

www.yw.go.kr/tour/index.do

원주
동화마을수목원

기후변화홍보관

수목유전 자원의 증식 및 보전 역할을 하는 원주시에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골길 170

설립된 최초의 공립수목원이자, 국내에서 9번째로 큰

T. 033-746-8511

수목원. 온실, 전망대, 식물원 등 조성

www.wonju.go.kr/tour/index.do

전시, 홍보,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강원 원주시 행구로 362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T. 033-747-8400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과 기후변화

www.wonju.go.kr/ccec

적응 및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관

치악산국립공원

한반도 중부지방 내륙산간에 위치한 우리나라 16번째

강원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국립공원. 수려한 경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 생태 유산을

T. 033-740-9900

보유하고 있으며 등산로가 여러 곳에 열려 있어 매년

www.knps.or.kr/chiak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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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대암산 용늪

큰 바위산이라는 뜻의 대암산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170

산. 여러 희귀 동식물 서식, 빼어난 자연경관 때문에

T. 033-460-2065

우리나라 최초로 등록된 람사르습지일 뿐만 아니라

sum.inje.go.kr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지정,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은 산

방태산자연휴양림

수량이 풍부하고, 마당처럼 평평하고 넓은 바위인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태산길 377

마당바위와 폭포가 상하 2단으로 형성되어 일년 내내

T. 033-463-8590

시원하게 폭포수가 떨어지는 이단폭포가 절경을 이루어

www.foresttrip.go.kr/main.do

유명한 휴양림

정선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전국에서 제일가는 천연활엽수림과 희귀수목인 주목,

강원 정선군 정선읍 가리왕산로 707

구상나무, 마가목 등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T. 033-562-5833

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체험관에서는 목공예,

www.foresttrip.go.kr/main.do

유아숲~가족단위 숲해설 및 체험 진행

동강전망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동강의 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916-212

전망 좋은 캠핑장

T. 033-560-3464
www.jsimc.or.kr

동강할미꽃마을

무분별한 채취로 자취를 감췄던 동강할미꽃의 멸종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위기 식생복구에 마을 주민 전체가 기여한 자연생태

T. 033-563-3365

우수마을. 동강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동강생태체험장, 귤암리캠핑장 위치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산림유전자원 증식, 생물 종 다양성 유지, 자연학습장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

및 자연체험 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공립수목원.

T. 033-563-9010

암석원, 어린이정원, 수생식물원, 잔디광장 등 건강한

www.baekdu.go.kr

산림생태공간을 제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곳

화암동굴

천연기념물 제557호.  금광맥의 발견에서부터 금광

강원도 정선군 화암동굴길 12

석의 채취까지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재연 해놓은 금광

T. 033-560-3410

산과 석회석 자연동굴이 어우러진 테마형 동굴

www.jeongseon.go.kr/portal

전쟁, 평화, 생태가 공존하는 DMZ의 상징적 메시지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길 481-1

전세계에 전달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민간인에게 한 번도

T. 033-458-3633

개방되지 않았던 생태계를 체험ㆍ탐방할 수 있는 공원

www.cwg.go.kr/dmz_tracking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38

생명, 평화 그리고 전환

춘천
강원도립화목원

용화산자연휴양림

2022 강원환경교육정보
수생식물원, 기후변화취약식물 보존원, 산림박물관 등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

전시, 체험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자원과 임업역사와

T. 033-248-6696

미래 임업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www.gwpa.kr

인공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강원 춘천시 사북면 사여골길 294

계곡, 야영장, 등산로 등이 마련 되어 있으며 수직슬라

T. 033-243-9261

이드, 로프어드벤쳐, 인공암벽 등 실내·외 산림레포츠

www.foresttrip.go.kr/main.do

체험도 할 수 있는 체험형 휴양림

제이든가든

숲속의 작은 유럽을 표방해 국내외 식물자원을 볼 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있는 이국적인 수목원

T. 033-260-8300
www.hanwharesort.co.kr

K-water 소양강댐 물문화관

물 자원의 쓰임과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1128

체험 등을 운영하는 물을 주제로 한 특화공간

T. 033-259-7334
www.kwater.or.kr/main.do?s_mid=1

태백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제417호로 지정된 구문소 지역 일대에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249

고생대 자연환경, 생물역사와 다양한 화석 및 퇴적구조를

T. 033-581-8181

전시를 통해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www.paleozoic.go.kr

풍부한 문화자원과 야생화 군락지, 주목 군락지, 세계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4778(소도동)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 등 다양하고 역사ㆍ

T. 033-550-0000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생태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공원

www.knps.or.kr

백두대간의 중추로 한강의 발원지이며 산림자원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2

풍부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원

T. 033-332-6417

평창
오대산국립공원

odae.knps.or.kr

평창백룡동굴

한국자생식물원

기형의 종유석과 석순, 에그프라이형 석순을 관찰할 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문희길 63

있는  탐사형 석회암 동굴(헬맷 및 지급하는 유니폼 착용 후

T. 033-334-7200

가이드 인솔하에 입장)

www.pc.go.kr/cave

우리 고유의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조성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403

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자생식물원

T. 033-332-7069
www.koagi.or.kr/NB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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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도의 많은 종류의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식물과 자연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과

T. 033-433-1994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 유아숲체험원, 청소년

ecopark.gwd.go.kr

대상 프로그램, 전문교육등 운영

공작산생태숲

자생식물 및 향토 수종을 식재·복원한 역사문화 생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수타사로 409

숲, 교육ㆍ체험 생태숲, 생태숲으로서 기존 숲의 유전

T. 033-430-2796

자원을 보호하는 유전자보전의 숲, 생태숲교육관 등

www.hongcheon.go.kr

자연생태계를 보존ㆍ관리하고 연구하며 탐방객이 다양
한 숲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

홍천생명건강과학관

복합체험 전시와 교육을 통해 자연, 물, 생명, 건강,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78

성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학관

T. 033-430-2836
www.hongcheon.go.kr/sciencecenter

힐리언스 선마을

천혜의 자연 속에서 웰에이징을 위한 식습관, 운동

강원도 홍천군 서면 종자산길 122

습관, 마음습관, 생활리듬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

T. 1588-9983

쉼스테이를 지향하는 웰니스 힐링리조트. 숲속 명상

www.healience.co.kr

등 프로그램 진행

화천
화천 조경철 천문대

토고미자연학교

광덕산에 위치하여 시민천문대 중 가장 높이 자리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천문대길 431

천문대로 다양한 망원경으로 다수의 천체 관측과 프로

T. 033-818-1929

그램이 있는 천문대

www.apollostar.kr

폐교한 신풍초교를 빌려 도시민에게 당일~숙박형태

강원 화천군 상서면 토고미길 22-8

농촌체험, 먹거리체험, 풍물놀이등 문화체험, 자연에

T. 031-441-7254

서의 생물관찰을 할 수 있는 학교

togomi.invil.org

횡성
국립청태산휴양림

인공림과 천연림이 잘 조화된 울창한 산림을 바탕으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610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루,

T. 033-343-9707

멧돼지,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과 식물이 고루 서식하고

www.foresttrip.go.kr/main.do

있어 자연박물관 같은 휴양림

국립횡성숲체원

숲 탐방 뿐 아니라 유아ㆍ청소년 숲체험, 산림치유, 산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교육, 무장애데크로드 등 남녀노소 누구나 만끽할 수

T. 033-340-6300

있는 국가 제1호 산림교육센터

hoengseong.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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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경교육네트워크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소개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는 강원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2011년 창립하였습니다. 15개 기관과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춘천생명의숲을 거쳐 현재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무처로서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1.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회원 단체 간 정보 교류
2. 환경교육 제도 개선 등 정책 제안 활동
3. 환경교육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등의 환경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연계 사업
5. 국내ㆍ외 환경교육단체간의 교류 및 국내 환경교육 네트워크간의 연대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참여 단체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 강릉생태관광협의회 /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자연학습원 /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원주환경운동연합 /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 태백생명의 숲 / 평창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횡성환경운동연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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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연학습원

특징
강원도환경교육센터로 2015년 지정받은 강원도자연학습원은 치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교육기관입니다.
약 1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1985년 설립된 이래 청소년을 주축으로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15,000명 정도가 방문하여 숲에서 머물며 자연, 인간, 생명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마음과 방법을 느끼고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강원도환경교육센터로서 기능과 역할
국가-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강원도 환경교육 확산과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소통과 공동 사업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도 환경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강원도교육청,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육, 환경학습 꾸러미 프로그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환경학습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차량을 활용하는 강원권역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원도 곳곳을 찾아가 환경교육을 시행합니다.

환경교육전문가 발굴과 양성
질 높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제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원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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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MZ평화생명동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은 DMZ 일원의 생태ㆍ문화ㆍ역사적 가치와 평화ㆍ생명ㆍ통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입니다. 2009년 9월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1,800여 개 기관과 단체에서 군인,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외국인 등 60,000
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DMZ의 역사와 현장에서 “평화와 생명”을 배우고, DMZ 일원의 주민들과 함께 DMZ 일원을 “좀 더
평화롭고 생명에 이로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어 “생명사회”로 나아가
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의 교육은 강의실과 현장에서 듣고, 체험하는 교육뿐아니라 생활속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남기지 않으며,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인원이 40명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정성껏 준비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사용과 튀김
음식을 가급적 배제하고 있으며, 하루 1끼는 채식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DMZ 생태전시관, 교육강당, 자연에너지 체험장, 생명살림오행동산, 자연농
야외교실, 축열하우스, 사무·지원동, 식당, 숙소(130명) 등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강원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후 강원도 환경교육의 확산과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 강원도환경교육센터 1호(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환경교육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 강원도 생태환경전문가 양성 교사직무연수, 군환경교육 전문 부사관 양성교육 및 교재개발,
강원도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형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기후위기와 자연에너지체험, 토종종자와 생태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하며, 강원도내 토종종자 확산을 위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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