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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페이지. www.forest.or.kr

배포일자 : 2006. 9. 25 문의 : 생명의숲 이유리 간사(T.02-499-6625/016-378-3151)

수    신 : NGO/환경/교육 담당 기자 littlejeje@forest.or.kr / forestfl@chol.com

발    신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제    목 : 제4회 학교숲의 날 행사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작은 숲 속, 즐거운 배움터’

제4회 학교숲의 날 개최

- 이수화 산림청차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축하 속에 학교숲의 환경․교육

적 이로움 나누는 축제의 장 될 것...

- 아이들의 순수하고 재밌는 관찰과 애정 담긴 다양한 학교숲 관찰일지 작품   

전시

- 학교숲을 활용한 환경교육 시범수업 및 학교숲 조성사례별 워크숍도 진행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사장 김후란, 이하 생명의숲)은 9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오

후 4시 30분까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포천추산초등학교에서 ‘제4회 학교숲의 날’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제4회 학교숲의 날’은 학교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

한 환경적․교육적 이로움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포천추산초등학교에서 학교숲을 활용한 교

육프로그램 시연과 학교숲탐방 및 자연놀이, 학교숲 시범학교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

게 된다.

또한 지난 7월초부터 9월초까지 진행된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된다. 총 300여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이루어진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은 전반적으로 학교숲에 대한 관심과 애

정을 가지고 참여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관찰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숲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학교숲을 관찰하고 느낀 것들을 재

미있게 표현한 대구동일초등학교 4학년 권정남 어린이가 받게 된다. 이날 행사장에서 다양한 관찰

일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생명의숲, 산림청, 유한킴벌리가 공동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녹지재단이 공

동후원하며 전국 500여개교의 학교숲 시범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이 참여한다. 또한 이수화 산림청

차장, 조연환 생명의숲 공동대표(前 산림청장), 정승봉 경기도 경제농정국장,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

청 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학교숲운동의 성과들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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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숲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학교숲의 의미와 영향력을 더욱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구성원 및 시민들이 학교숲 조성과 활용에 관심

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숲운동은 삭막한 학교에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푸른 환경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교육개선운동이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산림청, 유한킴벌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여개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숲 조성활동을 위

해 수목지원 및 전문가 자문,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7년도에도 약 110여개의 

학교를 추가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별첨 : ‘제4회 학교숲의 날’ 안내 자료



3

시간 환경전시마당 환경교육마당 환경체험마당 기념식 및 워크숍

10:00~10:30

•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 학교숲 마스터플랜

  전시

• 환경단체 홍보 및

  체험교구 전시 

• 학교숲운동 소개 및

  사례 판넬 전시

• 환경교육 학습결과물  

  학생 작품 전시

• 작은 정원 분재 전시 

• 학교숲탐방

 (추산초교장/

  홍삼선)

• 학교숲 

  작은예술제

10:30~12:00 • 자연놀이

• 2007 생명의숲 학교숲 신규 시범학교 워크숍

  -시범학교 지원체계 안내 및 인증서 전달

  -학교숲의 교육적활용 사례

  -학교숲운동의 파트너쉽 적용 사례 

12:00~13:00 점심시간(학교 내 지하 식당)

13:00~14:00 • 자연놀이

• 제4회 학교숲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추산초 관악대)

  -기념식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시상식 

14:00~15:00

• 학교숲 활용 공개수업

<학습으로서의 학교숲>

  -식물의 생육조건/6학년/김홍근

  -희귀식물원, 과식물원/5학년/김명호

  -우리학교의 사파리/4학년/공순영

  -김치원/3학년/김순영

2006 제4회 ‘학교숲의 날’ 안내문

『작은 숲 속, 즐거운 배움터』

학교숲운동 8년과 함께 한 학교숲의 날이 벌써 4회를 맞이합니다.

흘러온 시간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온 학교숲을 축하해 주시고 그 축제에 함께 해 주세요.

학교와 아이들이 푸르게 어우러지는 학교숲 축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작은 학교숲 속에 숨겨진 놀라운 보물들.. 

그 값진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하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1. 개요

  l 일    시 : 2006년 9월 27일 (수) 10:00~16:30

  l 장    소 : 경기 포천추산초등학교

  l 내    용 :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및 시상,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시연, 학교숲탐방 및  

               자연놀이, 학교숲 시범학교 워크숍 등

  l 주    최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산림청, 유한킴벌리 

  l 주    관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l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녹지재단

  l 대    상 : 전국 학교숲 시범학교 교사 및 학생, 학부모, 학교숲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2.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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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라정원/6학년/이현애

  -수생식물원/4학년/이경화

  -벼의 생육/5학년/김남희

  -씨앗탐험/2학년/김나경

  -식물이름짓기/2학년/최혜경

  -묵밭/6학년/진선미

  -분경/5학년/이영한

<놀이로서의 학교숲>

  1. 식물/동물을 이용한 놀이

  -동산놀이/1학년/한효심

  -풀을 이용한 놀이/2학년/강은주

  -실내정원 만들기/3학년/조건영

  -곤충화 그리기/3학년/이용택

  2. 흙을 이용한 놀이

  -모래놀이/1학년/이소연

  -도자기체험/1학년/강아람

  3. 돌을 이용한 놀이

  -돌담쌓기, 돌공기놀이/4학년/이충렬

15:00~16:30
• 학교숲 

  작은예술제

Ÿ 추산초 경기도교육청 지정 환경교육시범학교

  보고회

※ 점심식사는 당일 접수자에 한하여, 학교 식당에서 무료 제공됩니다.

※ 우천시에도 프로그램은 진행됩니다.

※ 행사 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2007 생명의숲 학교숲 신규 시범학교 워크숍 참가자는 

   온라인(학교숲운동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으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체 행사 문의 

  생명의숲 학교숲팀  이유리 간사, 윤수연 간사, 김유리 부장

  전화 02-499-6625 / 팩스 02-735-3238

주최: 생명의숲 ♣ 산림청 ♣ 유한킴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