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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삶을 위한 학교숲 만들기!!

- 설계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학교숲의 모습 함께 고민

- 7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토지문화회관에서 진행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이사장 김후란)은 학교숲 설계에서의 참여라는 주

제로 7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원주토지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학교숲운동은 학교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유대감을 높이고, 학생들이 살아있는 체험환경교육을 진행하

기 위하는 등의 교육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운동이며,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

는 참여중심의 운동이며, 체험환경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고, 전국 관련학

과 교수, 대학원등 64명 30여개의 전문가 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숲의 조성에 자문

활동을 지원한다.

이에 학교숲운동의 교육적 활용과 조직화, 참여 운동으로서의 가치상승 및 참여자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은 스위스 베른대학에서 요하

네스 차프카(Johannes Tschapk - 환경교육전공) 교수를 초청하여 학교숲운동의 참여 및 

코디네이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시간 내용

16:30 참가자 접수

16:45 개회식

17:00 도입 : 어떻게 겉치레와 참여를 구분하는가

17:15
방법 : "현실 보기"

아이들에게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게임들

18:00
반성 : "또 다른 세대를 기대하다"

학교 운동장과 그 기능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8:30 저녁식사

19:30
방법 : "판타지는 여전히 가능한 것을 잊지 않는 능력이다"

일상에서 아이들의 상상을 북돋우기 위한 스토리텔링

20:30

반성 : "별 쏘기"

어른들은 실제 경계와 판단의 거울과 같은 아이들의 판타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추

후 계획을 위해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

21:00 취침

시간 내용

9:00 강의 : 사회적 실제로서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상황 학습" 의 개념

9:45
반성 : "설계 과정에서 학습의 역할"

어떻게 학교와 전문가가 사회적 실제로서의 학습을 설계 과정에 통합할 것인가

10:30 쉬는시간

11:00
방법 : “학생 워크숍”

아이들 그룹이 멘토가 되어 아이들 중심의 설계 과정 가능하게 하기

12:00

반성 : "창의적 아이들을 얻는 두려움"

어떻게 멘토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민주적 과정에서 진지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가

12:30 점심

13:30
방법: "교과과정 검토하기"

교사들은 학교숲 설계를 각 교과 수업에 통합한다.

14:15

반성 : "학교교육을 일상으로"

어떻게 교사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맥락적이고 복잡한 일상 경험을 학교교육에 

통합할 것인가

14:45 쉬는시간

15:15
방법 : "협력 계획 개발하기"

계획과 결정을 조정하기

16:15

반성 : "인생은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동안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관계자들이 학교와 지방 정부, NGO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정을 관리할 것인가

16:45 폐회식

※ 차프카박사 초청워크숍 일정

♧ 첫째날

♧ 둘째날



※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숲을 지키고 가꾸어나감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환경단체로서, 학교숲운동을 비롯하여 전통마을숲복원운동, 숲탐방운동,

모델숲운동, 문화교육운동, 도시숲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ww.forest.or.kr / T. 02_735-3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