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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화관 디아크(The ARC)는 강문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건축예술품이란 뜻으로 Architecture Of River Culture 및 Artistry Of River Culture를 의미합니다.

강, 물, 환경에 대한 콘텐츠와 예술작품까지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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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화관 디아크(The ARC)환경교육은 강, 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문화관 디아크의 전문 환경교육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환경교육
프로그램 안내

2020

1 디아크 강문화 탐험대 유아~초등 강 탐방 프로그램

2 사라지는 낙동강의 친구들 유아~초등
낙동강 환경교육

(낙동강 멸종위기생물 알아보기)

3 Knock, knock! 낙동강! 초등
낙동강 환경교육

(우리지역 강 알아보기)

4 친환경 물병 오호! 초등~고등
수질오염 환경교육

(먹는 물병 오호 만들기)

5  새활용 플라스틱 초등~고등
수질오염 환경교육

(폐플라스틱 체험활동)

구분 프로그램 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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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교육은 2시간 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단체 참여시, 인솔자는 무료입니다. 

교 육 비

참여 안내

강과 함께 한 우리들 유아~초등 10,000원

사라지는 낙동강의 친구들 유아~초등 5,000원

Knock, knock! 낙동강! 초등 무료

친환경 물병 오호! 초등~고등 5,000원

새활용 플라스틱 초등~고등 5,000원

프로그램 대 상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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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은 강문화관 디아크 학예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학예실: 053)585-0920~21 (학교·단체·일반)

신청방법



차 례
c o n t e n t s

01

02

03

04

05

디아크 강문화 탐험대

사라지는 낙동강의 친구들

Knock, knock! 낙동강!

친환경 물병 오호!

새활용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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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 강문화 탐험대
01

● 모집대상 | 유아~초등

● 모집정원 | 15명

● 교육시간 | 매주 화~목요일 2시간(오전/오후)

● 교육내용 

강 탐방 프로그램

1 강과 함께 한 우리들 강과 문명의 탄생 알아보기

2 전시실 투어 전시해설로 만나는 강문화(활동지)

3 강문화 투어(보트체험)
강 둘러보기&느껴보기

강문화 탐방선 탑승

4 강이랑 같이 살아요! 낙동강 환경보호 방법 알아보기

순서 활동 내   용

*보트체험은 기상상황에 따라 체험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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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낙동강의 친구들

● 모집대상 | 유아~초등

● 모집정원 | 30명(최소 20명)

● 교육시간 | 매주 화~목요일 2시간(오전/오후)

● 교육내용 

02

1 낙동강 환경교육 멸종위기생물과 환경오염 알아보기

2 멸종위기생물 체험활동 입체모형만들기. AR(증강현실) 체험

3 함께하는 환경보호 낙동강 환경보호 방법 알아보기

순서 활동 내   용

낙동강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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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 Knock! 낙동강!

● 모집대상 | 초등

● 모집정원 | 20명(최소 10명)

● 교육시간 | 매주 화~목요일 2시간(오전/오후)

● 교육내용 

03

1 낙동강아! 안녕? 우리고장의 강 특징 알아보기

2 낙동강아! 친하게 지내자 주요 생물 알아보기(단체 게임 활동)

3 낙동강아! 우리가 지켜줄게! 낙동강 환경보호 방법 알아보기

순서 활동 내   용

낙동강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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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물병 오호!

● 모집대상 | 초등~고등

● 모집정원 | 30명(최소 20명)

● 교육시간 | 매주 화~목요일 2시간(오전/오후)

● 교육내용 

04

1 낙동강 환경교육 수질오염(강, 바다) 알아보기

2 멸종위기생물 체험활동
플라스틱병이 필요 없는 먹는 물병 오호

(식용 젖산칼슝 등을 활용한 과학실험)

3 함께하는 환경보호 일상 속 환경보호 방법 알아보기

순서 활동 내   용

수질오염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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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활용 플라스틱

● 모집대상 | 초등~고등

● 모집정원 | 30명(최소 20명)

● 교육시간 | 매주 화~목요일 2시간(오전/오후)

● 교육내용 

05

1 낙동강 환경교육 수질오염과 미세플라스틱 알아보기

2 새로 태어난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으로 협동작품 만들기

3 함께하는 환경보호 일상 속 환경보호 방법 알아보기

순서 활동 내   용

수질오염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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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 주요 문화행사 안내

예술 갤러리
프로그램

지역작가 미술, 사진작품 전시

1월 ~ 12월

환경문화주간
프로그램

환경보호 캠페인, 환경공연, 이벤트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3월 ~ 6월, 9월

낙동강 디아크 별빛문화 축제
프로그램

낙동강라이트아트쇼, LED빛놀이터, 
LED공연, 빛체험, 아트마켓, 이벤트

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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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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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429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

http://cafe.naver.com/ilovethearc   T.053)585-09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