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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환경 및 NGO담당 기자님

◦발신: 생명의 숲 이수현 부장

보 도 자 료

“2001년 학교 숲 가꾸기 워크숍 개최”

      - 생명의 숲 주관, 산림청, 유한킴벌리 후원

      - 정신지체 특수교육기관인 성남 혜은학교 등 전국적으로 20개 시범학교 선정

      - 시범학교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해 토론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공동대표 김진현, 김후란, 이보식, 이하 “생명의 숲”)은 2001년 6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2001년 학교 숲 가꾸기 워크숍”을 개최한

다. 이 날 워크숍에는 전국 50개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하여 학교 숲 가

꾸기의 바람직한 과정과 체계, 학교 숲 가꾸기 진행 사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

다.

“학교 숲 가꾸기”는 도심지의 학교 내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푸른 자연의 공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도심지에 수많은 소규모의 숲들을 조

성하여,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 교사와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 동창들이 참여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이다.

한편, 생명의 숲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1년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를 공모

하여 5월30일 최종 20개 시범학교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시범학교에는 학교당 1,000만원 상당

의 수목과 전문가의 자문, 운영프로그램,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학부모, 학생, 교사들에 대한) 등

이 함께 지원된다. 이들 시범학교는 1999년도와 2000년에 선정된 30개 학교와 함께 향후 5년간 숲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과 자문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 중 “성남 혜은학교”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정신지체

특수교육기관이다. 운동장 일부에 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현

장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잔존능력 개발을 위한 감각훈련 코스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

다. 또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활성화되고, 학교 숲 가

꾸기 운동을 통해 학교 공원화, 쉼터 제공, 학교개방 등 지역사회 주민과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어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의 숲에서는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도시의 많은 학교에 숲이 조성될 경우 대기오염 정화,

악취 및 소음 방지 등의 다양한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콘크리트 담장

대신 아름다운 숲과 함께 자라면서 과학적 사고능력 향상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이루어 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문서: 1. 2001년 학교 숲 가꾸기 워크숍 프로그램 1부

              2.1999년, 2000년, 2001년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 현황

※ 학교 숲 가꾸기 운동’에 관한 보다 자세 활동 현황 및 계획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  

      시오.        

   담당자 조만희 간사, 이수현 부장    전화.  02-735-3232  팩스. 02-735-3238.



(별첨문서1)

2001 학교 숲 시범학교 워크숍

￭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 14시 30분 - 18시

￭ 장소 :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

￭ 주관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 후원 : 산림청, 유한킴벌리

￭ 프로그램

사회 : 송민영 (생명의 숲 학교 숲 위원)

14:00 - 14:30 등록

14:30 - 14:50 개회사 및 축사

문국현 (생명의 숲 공동운영위원장)

신순우 (산림청장)

14:50 - 15:00 2001년 시범학교 인증서 전달

최석진 (생명의 숲 학교 숲 공동위원장)

전영우 (생명의 숲 학교 숲 공동위원장)

15:00 - 15:30 학교 숲 가꾸기의 과정과 체계

김인호 (생명의 숲 학교 숲 위원)

15:30 - 16:30 학교 숲 가꾸기 사례 발표

이한응 (수원 원일초등학교 교장)

이동진 (홍천 양덕상고 교장)

이문숙 (광주 정암초등학교 푸른숲가꾸기위원장)

16:30 - 17:00 학교 숲 가꾸기 계획 발표

양종의 (성남 혜은학교 교장)

김용회 (대전 둔산초등학교 교장)

조혜숙 (창원 외동초등학교 교장)

17:00 - 17:10 학교 숲 가꾸기 지원 안내

이수현 (생명의 숲 부장)

17:10 - 18:00 만찬 및 참석자 소개



(별첨문서2)

●1999년도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 명단 (총 10개교)

    서울 서래초등학교,         서울 신묵초등학교, 

    서울 화랑초등학교,         서울 후암초등학교, 

    서울 강신중학교,           서울 도봉여자중학교, 

    서울 신양중학교,           서울 성동고등학교, 

    인천 건지초등학교,         안양 신기초등학교

● 2000년도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 명단 (총 20개교)

    서울 구일고등학교,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수원 원일초등학교,         수원 수성고등학교, 

    성남 상탑초등학교,         시흥 정왕초등학교, 

    의정부 장암초등학교,       의정부 회룡초등학교, 

    파주 청석초등학교,         연천 전곡중학교, 

    대전 대화중학교,           대전 회덕중학교,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충주 목행초등학교, 

    광주 정암초등학교,         홍천 양덕상업고등학교, 

    강릉 신영초등학교,         경주 선덕여자상업고등학교, 

    울산 대송고등학교,         부산 혜화여자중학교

● 2001년도 학교 숲 가꾸기 운동 시범학교 명단 (총 20개교)

    서울 동일초등학교,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

    경기 남양주시 화광중학교,       경기 부천시 소명여자고등학교,

    경기 성남시 혜은학교,           강원 강릉시 동명초등학교,

    강원 태백시 철암초등학교,       강원 태백시 태백중학교,

    대전 동도초등학교,              대전 둔산초등학교,

    충남 서산시 대산중학교,         충남 홍성군 풀무농업고등학교, 

    대구 경진초등학교,              대구 경상고등학교, 

    경북 김천시 성의여자고등학교,   경북 포항시 오천중학교,

    울산 향산초등학교,              울산 태연학교, 

    경남 창원시 외동초등학교,       전북 고창군 고창여자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