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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환경 및 NGO담당 기자님
◦발신: 생명의 숲 조만희 팀장, 오경환 간사, 김유리 간사
      (전화 02-3673-3242 , 이메일 forestjo@forest.or.kr)

보 도 자 료

숲이 있는 학교, 학교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을까?

◇ 청소년들의 정서안정과 생명존중정신 배양을 위해 학교에 숲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이하, (사)생명의 숲), 산림청, 유한킴벌리는 숲이 있는 학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쉽게 얻
  을 수 있도록 학교숲을 조성하는 방법, 학교에 심기 적합한 나무, 학교에서 살 수 있는 곤충 등에 대한 풍부한 정
  보를 담은 학교숲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를 오픈 한다.
◇ (사)생명의 숲은 학교숲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1999년 ~ 2002년까지 가장 많이 심는 나무
  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철쭉을 70.77%로 가장 많이 심었으며 그 다음으로 개나리, 조팝나무, 
  장미, 진달래, 무궁화, 쥐똥나무, 주목, 느티나무, 명자나무, 사철나무, 왕벚나무 순으로 많이 심는다는 결과가 나
  왔다. 

구분 철쭉 개나리 조팝나무 장미 진달래 무궁화 쥐똥나무 주목 느티나무 명자나무 사철나무 왕벚나무
100 % 70.77 9.45 4.47 5.07 2.90 1.65 1.29 1.18 0.91 0.82 0.76 0.73

  ※ 대상 : 1999년~2002년 생명의 숲 학교숲 시범학교, 기간 : 1999년~2002년
  ※ 나무의 종류가 교목 및 관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학교숲에 적합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색의 꽃을 볼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볼 수 있는 나무, 여러 가지 모
  양의 잎을 가진 나무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학교숲 홈페이지(www.schoofor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학교숲 홈페이지 (www.schoolforest.or.kr) 오픈 -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데 재정 및 기술 지원과 더불어

온라인(홈페이지)을 통해 학교숲조성에 적합한 나무 정보 및 조성 방법 제공



◇ 학교숲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를 통해 현재 학교숲을 조성하고 있는 시범학교의 사례와 학교숲
  에 대한 정보, 학교숲조성을 위한 컨설팅 등 학교숲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학교숲에 적합한 
  나무, 학교숲에서 사는 곤충 및 생물 그리고 학교숲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숲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는 이용자가 원하는 학교에 대해 온라인 공간상에서 직접 
  학교숲을 조성해볼 수 있는 ‘사이버 학교숲’이라는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 조성한 사이버 학
  교숲 중 우수한 사이버 학교숲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씨앗이나 나무이름표를 지원해줄 수 있다.

◇ (사)생명의 숲에서 1999년부터 진행해온 학교숲운동은 도심지의 학교 내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자라
  나는 청소년들이 푸른 자연의 공간에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점점 악화되어 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가꾸지 않아 버려진 농․산촌의 학교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학교숲운동은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 교사와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지역 사회 내의 주체의식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조성한 학교숲은 “아이
  들의 자연생태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되어 녹지가 부족한 도시 내의 중요한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 문의 : 생명의 숲 학교숲팀    조만희 부장, 오경환 간사, 김유리 간사
                 웹사이트팀   박진선 팀장
          (전화. 02-3673-3242, 팩스. 02-735-3238)
   생명의 숲 홈페이지 www.forest.or.kr
   학교숲 홈페이지 www.schoolfore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