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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 교육과정의 핵심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숲 활용 체험교육 지침서 『우리 학교숲으로 가요』 발간 

 
- ‘겨울∙봄’, ‘여름∙가을’ 총 2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금으로 제작 

-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접목된 학교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수록 

-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10년 넘게 700개 이상 ‘학교숲’ 만들기 활동 선도 

 

“얘들아, 내건 붉은악마 티셔츠다” “선생님, 제 노란 손수건 잘 보이세요?”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이 

저마다 다양한 색으로 물든 티셔츠와 손수건을 흔들며 연신 즐거워하고 있다. 주변에는 꽃, 입, 

열매, 나무껍질 등 천연 염료로 사용된 재료가 놓여있다. 물론, 아이들이 학교숲에서 직접 채집한 

것들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학교숲을 활용한 체험 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생명의숲에서 학교숲 활용 체험교육 지침서 『우리 학교숲으로 가요』를 

발간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금으로 제작된 이번 지침서는 

10년이 넘는 학교숲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수학∙국어∙지리 

등 교과 과정과 학교숲을 접목한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집필에 소요된 기간만도 무려 7년. 그런 만큼, 2011년 개편 교과 

과정의 핵심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에게 유용한 학습 

교재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학교숲 활동에 참여한 학교가 

전체 학교의 1/3인 3,500여개에 이르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더욱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침서는 ‘겨울∙봄’, ‘여름∙가을’ 편으로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숲을 매개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마다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목표, 준비물, 관련 교과 등을 표시해 놓았다.  

 

겨울 프로그램은 겨울나기, 학교숲꿈꾸기, 숲의 중요성 등 추운 날씨를 고려해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봄은 학교숲에서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 학교숲과 관계 맺기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또한, 여름은 물, 더위, 성장, 학교숲에서의 놀이 등으로, 가을은 가을 

학교숲에서의 단풍, 기후, 수확, 겨울준비 등이 주제가 되고 있다. 이 책자는 학교숲 

홈페이지(schoolforest.or.kr) 및 시중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각 권 18,000원.  



 
 

 

학교숲 조성 사례 #1 – 서울 화랑 초등학교 (전/후) 
 

     
  

 

학교숲 조성 사례 #2 – 경남 창원 남산중학교(전/후) 
 

    

 

학교숲 운동은 1995년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99년부터 유

한킴벌리와 생명의숲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공익 환경캠페인이다. 이러한 학교숲 조

성활동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학교숲 만들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까지 감안할 경우 

전국적으로 총 3,500개가 넘는 학교에서 학교숲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전국

적인 ‘학교숲’ 벤치마킹 대상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 이후 25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선정되는 10개 학교와 함께 총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숲 조성과 숲활용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 대학교수, 교사, 숲 전문가, 교육 및 환경전문가, 언론인, 기업임직원 

등이 ‘학교숲’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