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16년 4-6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및 세부내용(안)

▣ 운영일정
프로그램
도시텃밭이야기
도전물고기박사
병아리들의
청계천나들이
청계천생태탐방
자연물꼼지락교실
가족창작체험

주중
수

주말

토 일 비고
10:30 10:30 4-5월
10:30 10:30 6월
10:30 10:30 10:30 10:30 10:30
14:00 (개인) (단체) (단체) (단체) (단체)
(개인)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월

화

목

금

▣ 세부내용

⃞ 병아리들의 청계천나들이: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태탐방 및 놀이활동
시 간(90분)

학습내용

10:30 ∼ 10:40(10분) ∘학습내용 및 프로그램소개
동식물 알아보기(동영상시청)
10:40 ∼ 10:50(10분) ∘청계천
∘야외탐방 시 주의사항 전달
∘야외 탐방
-야생화단지: 봄의 꽃 관찰하기
10:50 ∼ 11:20(55분) -습지원:수생식물 찾아보기
-징검다리건너기:물고기와 조류관찰하기
-산책길: 다양한 식물 관찰하기
11:45 ∼ 12:00(15분) ∘느낌 나누기(학습종료)

수업장소
실내
실내
실외
실내종료

⃞ 청계천 생태탐방 : 청계천 현장학습 및 생태탐방
시간

학습내용

수업장소

14:00 ∼ 14:10(10분) ∘학습내용 및 프로그램소개
∘청계천 이해하기
14:10 ∼ 14:30(20분) - 청계천의 역사/문화
- 청계천의 생태변화
걸어보기
14:30 ∼ 15:20(40분) ∘청계천
- 다양한 동·식물관찰

실외
(생태교실 앞)

15:20 ∼ 15:50(40분) ∘청계천박물관 및 판잣집 탐방

청계천박물관
및 판잣집

15:50 ∼ 16:00(10분) ∘느낌 나누기(학습종료)

실내
실내

실외

⃞ 도시텃밭이야기 : 도심 속 텃밭의 중요성을 배우고 씨앗과 모종 심기 체험
시 간(90분)

학습내용

10:30 ∼ 10:35(5분) ∘학습내용 및 프로그램소개
∘도시농업의 이해
10:35 ∼ 10:50(15분) ∘열매의 형성과정
∘작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
심어보기(상추, 청경채, 치커리)
10:50 ∼ 11:40(50분) ∘씨앗
∘모종 심어보기(토마토, 고추)
재배요령 배우기
11:40 ∼ 11:50(10분) ∘작물별
∘가정에서 텃밭 가꾸는 방법
11:50 ∼ 12:00(10분) ∘느낌 나누기(학습종료)

수업장소
실내
실내
실외
(생태교실 앞)
실내
실내종료

⃞ 도전! 물고기박사: 청계천 서식 어류의 생태적 특성 이해 및 물고기 관찰
시 간(100분)

학습내용

10:20 ∼ 10:30(10분) ∘학습내용 및 프로그램소개
∘물고기란 무엇일까?
10:30 ∼ 10:50(20분) ∘청계천에 서식하는 물고기
∘페트병을 활용하여 어포기 만들기
∘체험활동
10:50 ∼ 11:30(40분) - 수족관, 징검다리:물고기관찰
- 습지원 : 어포기 놓아두기
∘어포기에 잡힌 물고기관찰
11:30 ∼ 11:50(20분) ∘관찰일지 작성하기
∘잡은 물고기 방사
11:50 ∼ 12:00(10분) ∘느낌 나누기(학습종료)

수업장소
실내
실내
실외
실내
실내종료

⃞ 자연물꼼지락교실 : 청계천 녹지부산물을 활용한 공작체험
시 간(90분)

학습내용

14:00 ∼ 14:10(10분) ∘학습내용 및 프로그램소개
∘작품 만들기
14:10 ∼ 15:10(60분) - 4월 주제 : 향기솔방울 만들기
- 5-6월 주제 : 미정
15:10 ∼ 15:30(20분) ∘자신의 작품 발표하기(학습종료)

⃞ 가족창작체험 : 가족과 함께하는 예술품 창작체험
시 간(90분)

학습내용

14:00 ∼ 14:10(10분) ∘학습내용 및 프로그램소개
∘작품 만들기
14:10 ∼ 15:10(60분) - 4월 주제 : 토피어리 만들기
- 5-6월 주제 : 미정
15:10 ∼ 15:30(20분) ∘자신의 작품 발표하기(학습종료)

수업장소
실내
실내
실내종료

수업장소
실내
실내
실내종료

【참고 2】
청계천 생태교실 약도 및 교통수단 안내

□ 청계천 생태교실 약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69)

※ 다음/네이버 지도에서 ‘청계천 생태교실’을 검색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수단 안내
○ 지하철 이용 시

- 마장역(5호선 2번출구)
청계천 방향으로 나와 도보 10분 직진 ▶ 마장2교
▶ 마장2교 부근 하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이용
▶ 산책로를 따라 청계천 상류방향으로 약 10m 도보 거리에 위치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약 5∼10분 소요)
- 신답역(2호선 1번출구)
청계천 방향으로 나와서 마장2교
▶ 마장2교 건너 하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이용
▶ 산책로를 따라 청계천 상류방향으로 약 10m 도보 거리에 위치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약 5∼10분 소요)
※ 청계천 생태교실 방향안내판(지하철 입구 앞, 마장2교 사거리)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용 이용 및 주변 주차장안내

- 강남방향에서 내부순환로를 이용해 생태교실을 찾아 올 경우
내부순환로 사근램프 ▶ 마장2교 교차로 ▶ 직진 2번째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 마장축산물시장 ▶ 공영유료주차장(현대아파트 옆)
·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유료주차장 : 2299-7902
· 초기 주차비 없이 10분당 소형·중형·대형차500원
· 주차장 수용차량대수 55대(대형버스주차가능)

- 강북방향에서 내부순환로를 이용해 생태교실을 찾아 올 경우
내부순환로 마장램프로 진출
▶ 바로 우회전하면 청계 유료주차장(시설관리공단 맞은편)
· 청계유료주차장 : 923-4147∼8
· 초기주차비 없이 10분당 소형·중형차 3,000원, 대형버스 9,000원
· 주차장 수용차량대수 80대(대형버스 주차가능)

※ 청계천 주변 이용가능한 주차장이 생태교실과 일정 거리가 있고 불편하기에
대중교통(지하철, 또는 시내버스)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전화를 주시면 주차관련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02-2290-6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