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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한 도심 속 학교의 깜찍발랄한 변신,� ‘하하호호 학교숲’

-� 생명의숲,� 12일 포항 죽도초등학교에서 ‘제9회 학교숲의 날’�개최

3년 전, 포항 죽도초등학교는 삭막한 도심 속 작은 학교에 불과하였다.

상가와 도로에 둘러쌓인 학교는 소음과 공해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지역사회에 개방

된 학교는 많은 주민들이 찾는 만큼 쓰레기도 함께 쌓여갔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초록쉼터로 변하고 있다.

먼지 날리던 네모난 운동장 주변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나무와 초화류들

이 대신하고 있고, 학생들이 직접 가꾼 텃밭에는 식탁에서 자주 보던 채소들로 가득

하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어느덧 학교숲을 돌보고 가꾸는 숲지킴이가 되었다.

10월 12일, 이곳 죽도초등학교에서 ‘제9회 학교숲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학교숲의 교육, 사회, 환경, 문화, 경제 가치 등에 대해 알리고, 학교숲 

조성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노하우 및 시행착오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단체 생명의

숲과 유한킴벌리가 매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숲의 날’의 올해 주제는 ‘하하호호 학교숲-배워서 좋고, 먹

어서 좋고, 놀아서 좋은 학교숲’이다. 죽도초등학교의 학교숲 활용교육 및 텃밭활용

교육에 대한 가능성, 도심속 쉼터 및 녹색거점으로서의 학교숲이 갖는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

학부모 및 학생들이 직접 안내하는 ‘죽도초등학교 학교숲 탐방’을 비롯하여 학교숲 

활용 공개수업에 참관 가능하다. 전국 모델학교숲 사례 발표 및 전국 초, 중학생 대

상으로 진행한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본선 발표대회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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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초등학교 학교 텃밭만들기 및 우리꽃 화분심기, 녹색에너지 체험, 에코백 물들

이기, 목재체험교실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사)생명의숲국민운동 02-499-6625  학교숲운동 홈페이지 www.schoolforest.or.kr  

       

죽도초등학교 학교숲 ⓒ생명의숲 제4회 학교숲의날 모습(포천 추산초교) ⓒ생명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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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학교숲의 날 「하하호호 학교숲」�

1.� 목적

◦ 학교 내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이 푸른 자연 공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학교숲운동’ 14년 과정과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학교숲이 갖는 다양한 가치를 나누고자 함

◦ 매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된 10개교의 ‘모델학교숲’의 조성과정 및 

교육적 활용 효과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학교숲운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특히 도심속에 위치한 작은 학교로서 학교숲을 조성한지 3년째 되는 포항 죽도초등

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숲과 연계한 교과활동 및 텃밭활용교육 등에 대한 가능성

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주제 : 하하호호 학교숲 ‘배워서 좋고, 먹어서 좋고, 놀아서 좋은 학교숲’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숲의 날’의 올해 주제는 ‘하하호호 학교숲’으로서 포항 죽도

초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숲 활용교육 및 텃밭활용교육에 대한 가능성, 도심속 

쉼터 및 녹색거점으로서의 학교숲이 갖는 가치에 대해 나누고자 함

❙ 배워서 좋고 … 죽도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고민 과정부터 학부모회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숲에 대해 배워나가고, 학교숲 가꾸기 자원활동을 진행함

❙ 먹어서 좋고 … 죽도초등학교 학교숲은 실제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및 

채소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친근하며, 행사 당일 점심시간에 맛볼 수 있음

❙ 놀아서 좋고 … 학생, 학부모가 직접 죽도초등학교 학교숲을 200% 즐길 수 있도

록 학교숲을 활용한 자연놀이 진행

◦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장소 : 포항 죽도초등학교(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33-5)

◦ 대상 : 전국 초중고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학교숲 조성학교 관계자, 일반인 등 

◦ 주최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 유한킴벌리

◦ 주관 : (사)포항생명의숲국민운동 ‧ 죽도초등학교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 산림청

◦ 주요 프로그램

    죽도초등학교 학교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시연 및 공개수업

    죽도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이 들려주는 ‘학교숲 해설’

    전국 15개 모델학교숲 사례 발표 및 마스터플랜 전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자연놀이 진행

    제8회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대회 본선 진출자 발표심사 및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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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숲전시마당 숲교육마당 숲체험마당
발표회

기념식 및 시상식

10:30

~

11:40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 � �수상작 전시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학교숲운동 홍보 판넬

•�학교숲 활용

� � �공개수업

(11:00~11:40)

•체험부스

-�우리꽃 화분심기

-�목재체험

(메모꽂이 만들기)

-�에코백 물들이기

-�잔디화분 만들기

-�녹색에너지체험

-�환경교구체험

•죽도초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학교숲 이야기’�

-�학교숲탐방 및

� �자연놀이

1차 -� 10:30

•�함께 만드는 죽도초

� � �텃밭

11:40~

12:30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 � �수상작 전시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학교숲운동 홍보 판넬

점 심 식 사(11:30~12:30)�

12:30~

13:00
•�학교숲 활용

� � �공개수업

(14:00~14:40) •체험부스

-�우리꽃 화분심기

-�목재체험

(메모꽂이 만들기)

-�에코백 물들이기

-�잔디화분 만들기

-�녹색에너지체험

-�환경교구체험

•죽도초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 �들려주는 ‘학교숲

이야기’�

-�학교숲탐방 및

� �자연놀이

2차 -� 13:00

3차 -� 14:30

•� 8회 학교숲 관찰일지

� �본선진출 발표자 접수

(12:30~13:00)

14:00~

15:30

•8회 학교숲 관찰일지

� �본선진출작 발표회

� � -�본선진출 초/중학생

•모델학교숲 발표회

� � -� 3년차 15개교

15:30~

16:30

•�제9회 학교숲의 날

기념식 및 관찰일지 시상식

� -�축사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임영대 교육장)

유한킴벌리(송명식부사장)

산림청

포항생명의숲(권봉정 이사장)� �

3.� 세부프로그램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1998년에 창립한 환경운동단체로서 건강한 숲을 지키고 가꾸어나
가기 위하여 전국 13개 지역 1만 여명의 회원과 함께 숲가꾸기 운동, 도시숲 운동, 학교숲 
운동, 마을숲 운동, 숲해설가 양성교육, 아름다운숲전국대회 등의 활동을 진행함

� � � � � � � � � � � �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9-4� 숲센터 5층 생명의숲 ☎(02)735-3232

� � � � � � � www.forest.or.kr� � � facebook.com/forestfl� � � twitter.com/forestfor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