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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의 숲 ‘내 마음 속의 학교숲’ 공모전 시상식

생명의 숲 ‘내 마음 속의 학교숲’ 공모전 시상식

- 생명의숲 , ‘내 마음 속의 학교숲’ 성내초등 대상 수상

- 10월 13일 제2회 학교숲의 날 행사장 ‘수원 원일초등학교’에서 시상식 진행

- 시상식에서는 숲을 활용한 야외수업, 놀이교육(풀잎 교육)도 선보여,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사장 기후란 이하 “생명의 숲”)이 공모한 ‘내 마음 속의 학교숲’ 공모전에서 ‘서울 성내

초등학교 이은지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생명의 숲은 지난 2004년 7월 ~ 9월까지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으로 ‘ 내 마음 속의 학교숲’ 공모전을 

그림과 관찰일지 두개분야로 나뉘어 진행했다. 전국에서 약 1,800여 작품이 접수 되었으며 ‘서울 성내초등학교 이

은지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내 마음 속의 학교숲’ 공모전은 학교의 아이들이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가

질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수상 결과에 대

한 시상식은 생명의 숲, 산림청, 유한킴벌리가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주)수프로가 후원하는 ‘제 2회 학교숲의 

날’ 행사장인 경기도 수원 원일초등학교에서 갖는다. 대상 외에도, 우수상3, 장려상 5 작품이 수상할 예정이며 가

작으로 70여 작품이 수상하게 된다.

한편, 이날 공모전 시상식 외에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숲을 활용한 야외 수업’과 풀잎 공예 

등 놀이 교육도 실시된다. 또한 학교숲 운동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는 판넬 전시를 통해 지난 6년간의 학교숲 성

과를 보여주고 학교숲 운동의 의의를 알리는 전시회도 열리며, 나무를 활용한 교구도 함께 공개된다. 개최지인 수

원 원일초등학교는 학교숲 우수 시범학교 중의 하나이다.

자연친화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교육 공간을 만들고, 지역의 녹색 커뮤니티 중심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

해 생명의 숲과 유한킴벌리, 산림청이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학교숲 운동은 1999년 이후 전국 301

개 시범학교를 선정, 지원해 왔으며, 학교숲의 모니터링 및 자문, 숲조성 활동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전국

적인 반향을 일으켜 왔다. 생명의 숲은 학교숲 조성활동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학교숲을 위해 투자하는 수

백억의 예산이 장기적인 학교숲 비전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감시하고, 전국적인 전

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별첨: 학교숲 시범학교 사진, 제2회 “학교숲의 날” 안내문

※ “학교숲의 날” 행사 , “학교숲 운동”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 및 활동은 http://www.schoolforest.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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