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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환경)/NGO/교육 담당 기자님

발신: (사)생명의숲국민운동, 학교숲운동 담당 간사 오경환(전화, 011 - 9084 - 7638)

내용: 전국 ‘제3회 학교숲의 날’ 행사 취재 및 보도 요청

“제3회 학교숲의 날 개최”

- 아이들의 푸른 웃음이 가득한 ‘숲이 있는 학교’에 초대합니다. -

v 환경단체 ‘생명의숲’, 10월 5일, 인천 구월서초등학교에서 제3회 학교숲의 

날 개최

v ‘학교숲 관찰일지’ 전시 및 시상식, 자연소재를 이용한 자연놀이, 학교숲을 

활용한 교사 수업 시연, 학교숲 조성 사례 워크숍 등 진행

v ‘숲이 있는 학교’를 꿈꾸는 교사 및 학부모, 학생 전국에서 참여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사장 김후란 이하 “생명의 숲”)은 10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인

천 구월서초등학교에서 ‘제3회 학교숲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0개의 학교숲시범학교 

및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참여하며 생명의숲, 산림청, 유한킴벌리의 주최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인

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후원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학교숲의날’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숲이 있는 친자연적인 공

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학교숲을 활용한 공개 수업, 숲을 활용한 놀이, 전시, 학교숲 조성을 위한 워크숍이 열리게 되

며, 도시녹화, 생태적 문화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한국비오톱연구센터, 인천의제21, 

환경보전협회, 에코샾홀씨, 자연과 디자인 등의 단체가 참여하여 환경 전시마당도 열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회 내 마음 속의 학교숲’ 공모전 시상

식도 함께 진행되며, 대상 1명(서울 증산초등학교 5학년 김채원)과 우수상(경기 상원초등학교 3학년 

신혜원 외2명), 장려상(인천구월서초등학교 2학년 김영하 외4명 등) 총 32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

여된다. 주요 참여인사로는 문국현 생명의숲 공동대표(유한킴벌리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이수화 산

림청 차장, 안상수 인천시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김기원 생명의숲 학교숲위원회 위원장(국민

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등이 있다.

    ‘학교숲의 날’은 학교숲을 통해 생명존중과 자연친화적인 교육공간을 창조하고, 도시의 녹색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서울 화랑초등학교, 수원 원일초등학교

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 행사는 이미 학교숲운동에 참여하여 숲 조성과 숲 활용 교육을 실시하



환경전시마당 환경교육마당 환경놀이마당 기념식 및 워크숍

10:00~10:30

• ‘내마음속의 학교숲’  

   공모전

 - 학교숲 관찰일지

• 학교숲 교육자료 

  전시

• 참가단체 홍보 및

  전시

 - 비오톱연구센터

 - 환경보전협회

 - 인천의제21

 - 경기녹지재단

 - 에코샾홀씨

 - 자연과 디자인

 - 푸름이 이동교실

(※장소 : 운동장)

<자연놀이>

- 진행 : 그루터

- 장소 : 부스주변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3:30
< 제3회 학교숲의 날 기념식 >

      - 사회 : 이수현 실장

      - 장소 : 운동장 야외무대     

• 축하공연

 - 인천구월서초 풍물패 승무북 공연

 - 해오른누리 공연

• 기념식

 - 환영사(인천구월서초교장 이응렬)

 - 축사(이수화 산림청 차장

        문국현 생명의숲 공동대표

        안상수 인천시장)

 - 격려사(나근형 인천시교육감)

 - ‘내마음속의 학교숲’ 공모 시상식

• 인천구월서초 학교숲시범학교 운영  

  보고회(발표 : 구월서초 교사) 

 (※ 장소 : 반딧불이도서관,

           3-1. 3-2. 3-3)

13:30~14:20

<자연놀이>

- 진행 : 그루터

- 장소 : 부스주변

고 있거나 새롭게 학교숲 조성에 참여하는 학교들에게 학교숲의 의미, 숲 조성 방법, 교육적 활

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의숲 학교숲위원회’의 연

구(책임연구원 김인호 신구대 교수)에 의하면 학교숲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참

여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도 있다. 

첨부: 2005년 제3회 학교숲의 날 안내

제3회 학교숲의 날 안내

1. 개 요 

∘일 시 : 2005년 10월 5일 (수) 10:00 - 16:00 

∘장 소 : 인천구월서초등학교 

∘내 용 : 학교숲관찰일지 공모전 및 시상식, 인천구월서초등학교 학교숲 활용 공개수업, 자연놀이, 

학교숲 워크숍, 기념식 및 축하공연 등 

∘주 최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산림청, 유한킴벌리 

∘주 관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인천구월서초등학교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대 상 : 전국 학교숲 시범학교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학교숲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0여명 

2. 프로그램 시간표 



14:30~15:30

<인천구월서초 공개수업>

 - 진행 : 구월서초 교사

 - 장소 : 운동장 및 교실

•1학년「나무목걸이 만들기」

 (교사 이승아 / 4-9) 

•2학년 「꼭꼭 숨어라」

 (교사 장미영 / 자람동산)

•3학년「연못속 캐릭터

 만들기」(교사 김영아 / 4-5)

•4학년 「새부리모양에 따른 행

동알아보기」(교사 이소연 / 4-7)

•5학년 「나뭇잎 염색 손수건만

들기」 (교사 김경숙 / 느티나무

교실)

•6학년「짚풀로 만들어요」 

(교사 최은미/ 나눔동산)

< 학교숲 워크숍 >

    - 사회 : 김유리 팀장

    - 장소 : 반딧불이 도서관

•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사례

 (마산 월영초등학교 교사 정대수)

• 학교숲운동 과정의 재원확보 및 

  파트너십 사례

 (울산 수암초등학교 교사 서민태)

• 학교숲 운동장녹화사례

  (부천소명여고 행정실장 정승남)

※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인근 식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숲운동홈페이지: http://www.schoolforest.or.kr / 생명의숲 홈페이지: http://www.forest.or.kr 

◇ 문의 : (사)생명의숲 오경환 간사, 이유리 간사(jnike@forest.or.kr/littlejeje@forest.or.kr) 

           (전화. 02-3673-3242, 팩스. 02-735-3238) 

(사)생명의숲국민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