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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초등학교 학교숲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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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ool Forest serves as a place for character education, natural environmental education,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cultivation of community bond. The administrative elementary school, which is the target area, was selected

as the ‘2017 School Forest Competition Project’ by the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Under the slogan of ‘I․You
․We are Making all of us happy school forests', we set up three basic directions: natural linkage, participation, and
education. This study suggested a plan and program design process for the basic purpose, role and basic direction of school

forest formation. The composition process was completed by consulting with the school staff, preparing the proposal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and developing the program in process. This study will be a basic data to establish a sense of
community bond for future generations and a natural environment space for the realization of character education by presenting

the school forest model as city gree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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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교숲은인성교육, 자연환경교육, 지역사회와의교류그리고공동체의식함양의장으로서역할을한다. 본대상지인
행정초등학교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2017년 학교숲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행정초등학교의 학교숲 조성계획은 ‘너․
나․우리모두가행복한 학교숲만들기’라는슬로건하에자연연계형, 참여형, 교육적활용형학교숲이라는 3대기본방향

을설정하였다. 본설계는학교숲 조성의기본취지와역할, 기본방향에충실한 계획 및조성안을제시하였다. 조성과정은
학교관계자와의 컨설팅, 조사․분석을 통한 계획안의 작성, 단계별 조성으로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녹지네트워크인
학교숲의 조성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체와 인성교육 실현의 자연환경공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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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옥외환경은국민의 30%이상을 차지하는학생과교직원

의 생활공간이며, 자연요소와 직접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높여

주는 공간이다(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 학교숲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

역의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숲의 기능은 크게 산림교육공간으로 청소

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며, 도시녹색네트워크의 거점숲으로

서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한다(국립산림과학원, 2013). 학교

숲조성사업은 1999년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을시작으로 2001

년부터 산림청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지원되었다(김인

호, 2000). 학교숲 가꾸기 운동의 의의는 옥외공간을 녹지환경

으로 조성함으로써 교육적․환경적․사회적 활용의 의의를 가

진다(허윤선등, 2014). 학교숲이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에관

한 연구는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에 따라 다양한 영향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 오고 있다(이재영, 2005; 남흥현, 2007; 박혜수, 2008; Roe,

2011; 박준규, 2013; 국립산림과학원, 2013; 김송, 2015). 위 연

구들을 종합하면, 학교숲 수업 후학생들은 에너지, 쾌락, 즐거

움 등의 긍정적 정서와 감성지수, 행복감은 향상된 반면, 스트

레스와분노지수는감소하였다. 또한, 성장과발달에필요한다

양한경험을제공해긍정적기여의가능성을검증하였고, 교육

프로그램과의연계가필수적임을제안하였다. 학교숲의조성원

칙은첫째, 자생수목중심의자연적숲조성, 둘째, 교육적활용

중심의 숲, 셋째, 참여와 파트너쉽 중심의 운동 진행, 넷째, 과

정 중심의학교숲, 다섯째, 지역과함께하는조성과관리의지

속성이다. 학교숲 조성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특성에 따른 공

간유형과 수목에 대한 사항, 이용 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신광선, 2007; 허윤선, 2014; 김지환, 2017; 김장균, 2018)

조성유형은 크게 경계형, 근린녹지형, 환경조절형, 전문학습원

등으로 구분된다.

기존의연구를통해살펴본주요고려사항은첫째, 대상지의

선정과 사전조사, 계획, 설계, 시공의 조성과정 및 유지관리와

운영프로세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교육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조성과 활용을 목표로 한 지

속적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셋째, 지속적인관리의중요성

을인식하고, 학생과다양한주체들이협력하여숲활동에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학교숲의 의의와 진행과

정을 통한 성과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학교숲 조성

의 설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범위

본설계는충청북도교육청에서공모한 ‘2017년 학교숲제안

공모’에 당선된 17개 초등학교 중 한 곳인 청주시 행정초등학

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에 준하여 학교숲의 기본취지에 적합

하도록 제안되었다.

공간적 범위인 대상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행정초등학교로 2017년 기준 학생 수는 약 40명이다. 1939년

개교하였으며, 2016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도농통합시로 되기

전에는 청원군에 속한 초등학교이다.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2017년 현재 학년별 학생수가 4∼8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시간적범위는계획및설계기간의경우 2017년 1월부터 4월

이며, 시공기간은 2017년 6월부터 11월이다.

내용적범위는학교숲계획및설계이다. 또한, 설계후시공

단계의 조성과정과 활동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였다. 세부단계

로는현황조사와학교관계자회의를통한의견수렴, 계획안작성,

실시설계로 진행되었다. 시공단계는 부지정지와 구조물 및 공

간경계공사, 포장공사와식재공사로조성되었다(표 1, 그림 1).

표 1. 설계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행정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위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인차로 277

과업분야 학교숲 조성 설계

조성유형 학교숲, 텃밭, 유실수원

조성면적 총 1,215m2

세부면적
행복숲정원 920m2(20x46), 텃밭 113.1m2(8.7x13), 

유실수원 25m2(5x5)

세부설계
공간계획설계, 조경식재 및 시설물, 식재기반 및 

포장설계

그림 1.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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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계획 개요

1) 조성 배경과 목적
조성 배경은 학교숲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자연환경

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조성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성 표현을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친근성 확대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이쉽게활용할수있어야한다. 셋째,

기능성 실형을 위해 조성공간마다 각각 알맞은 기능이 발휘되

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성 강화를 위해 학교숲에 알

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녹지 질량의 제고를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녹지를 질적 및 양적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2) 주제와 기본 방향
슬로건은 ‘너․나․우리모두가 행복한 학교숲만들기’로하

였다. 학생 개인과 친구들, 교사와 지역민의 공동체 모두가 행

복한공간만들기를주제로설정하였다. 이는안전하고평화로

운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다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숲의교육적기능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다음사항을

기본방향으로 고려하여 조성하였다.

첫째, 자연성의 확보이다. 향토수종, 교목, 교과서 수록 수종

을 우선 선정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 개별 수목의

자연스런 수형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한다. 둘째, 기능성의 실현이다. 소음방지, 기후 조절, 정서

함양, 시각차폐등적합한장소를고려하여조성하며, 주변숲

과 비탈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최소 범위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셋째, 접근성을 확보한다. 학교, 교

직원, 지역주민들이쉽게활용할수있도록 한다. 넷째, 교육성

격의강화이다. 학교숲의 교육적활용방안을고려하여다음의

공간을배치한다. 자연생태체험학습, 생명가꾸기교육활동, 도

시농업체험등이가능토록한다. 마지막으로녹지의질적․양

적제고에있다. 실내조경, 인공지반의조경, 자투리땅등다양

한 방법으로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데 있다.

3) 기존 현황의 분석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진입로를 돌아 본관으로 올

라가게 되어 있다. 정문과 본관과는 약 7m의 높이차를 보이고

있어 우측 동선을 따라 경사로가 조성되어 있다. 전면의 운동

장과본관사이에는계단과운동장단상을좌우로하여경사면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좌측에 평지형의 녹지와 운동놀이시

설이 낙후되어 학교숲 부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본관 우측면

의공지는텃밭용지로규모가적정하고, 물공급과동선도효율

적이었다. 골프연습장구조 주변으로는 교목이 혼재되어 있으

며, 학교 외곽을 순환하는 길이 없어 수목의 정리와 동선 보완

이 필요했다.

4) 공간조성 계획
학교숲의 중심공간은 행복정원으로 운동장 우측의 기본 화

단형 녹지대를 재정비하여 경계를 허물기로 하였다. 또한, 부

지를 운동장 쪽으로 확장하여 조성하였다. 골프연습장 주변으

로 방치되었던 녹지대들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실수를 주

제로 한 행복 과수원을 배치하고, 북서쪽 후면의 동산을 따라

둘레길을 놓도록 하였다. 오래된 학교 내부의 녹지들을 재정

비하고, 학교 뒷동산과 주변녹지들을 연계하여 순환로를 계획

하였다.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구상한 공간조성의 계획은 그

림 2와 같다.

주요공간인 행복정원과 행복텃밭의 계획은 공모 시 교사들

이 제안한 구상도를 토대로 설계하였다(그림 3). 또한, 중심공

간인 행복정원의 경우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구상안을 발전시켰다(그림 4).

2. 분야별 설계

1) 공간 설계
주요 공간조성은 크게 행복 정원, 행복 텃밭, 행복 과수원길

의 3곳으로 구성하고, 공간들을 연계한 동선에 따라 식재함으

로써 둘레길과 경계녹지 등을 보완하였다.

그림 2. 공간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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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간별 개념도

그림 4. 행복정원 구상도

(1) 행복 정원
중앙의 기존 소나무를 최대한 보존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여 소나무 하부에 타원형의 평상원을 계획하였다. 학생들이

정원에들어와 학습할 수 있는 모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크게 4개의 공간으로 구획하여 친환경적인 숲을 구현하

도록 하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면적이 큰 곳은 중간에 디딤석

놓기로 소로를 형성하였다.

(2) 행복 텃밭
가설 주차장을 철거 후 계획하려 하였으나, 주차장의 향후

예측이어려워운동장우측상부의자투리땅을활용하였다. 주

로 교과서에 나오는 1년생 텃밭식물들을 대상으로 학년별이나

유형별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행복 과수원길
유실수 식재장소를 설정하여 과도한 지반 조성이 이루어지

지 않게 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 중 충북지역에서 성장

가능한 유실수를 선정하여 배치토록 식재공간을 설정하였다.

(4) 기타 경계공간
주요공간을계획한후기존의불량하거나순환이필요한동

선상에는 식재공간을 검토하여 차후 단계별 조성이 가능한 시

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경계공간들도 검토하였다. 진입부에서

본관까지 올라오는 등교길에는 교목 하부에 계절관목을 보강

토록 경계를 설정하고, 후면 숲과의 둘레길도 설정해 놓았다

(그림 5).

2) 식재 설계
주요 공간의 주제와 교육적 목적 및 활용내용, 공간여건을

고려하여총 23종의 교목, 9종의관목, 25종의 지피초화류를설

계 하였다(그림 6).

설계 방향은 지역자생수종 및 교과 교육수종으로 하였으며,

식생의 위계별로교목과관목및지피초화류를선정하였다. 공

간 구역별로색채, 계절성, 크기, 관찰교육의유형에 따라수종

및수량배치하고, 기존수목들을활용하였으며, 교육및휴게시

설을각공간에효율적으로연계하였다. 또한, 부지의식생기반

및토양, 배수관계등을고려하여식생밀도, 성토, 위치조정등

을가능하게하였다. 특히텃밭작물은계절별, 학년별교과프

로그램과 연계하여수종과 수량선정하였으며, 채화류, 열매류,

콩류, 벼과를생애주기에따라친환경순환농법으로교육하도록

설계하였다. 식재계획과수목목록은다음과같다(그림 6, 표 2).

(1) 행복 정원
행복정원은 중앙의 높이 6m의 기존 조형소나무가 왜소화되

지 않도록일정간격을 띄워 그늘목인단풍나무를배치하였다.

각 6곳의공간에는사계절을 고려한 낙엽교목을주로하고, 주

그림 5. 공간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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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부에관목을배치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다가갈수있도록

교관목 사이에 학생들의 이동영역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식재

하였다. 이는 또한 연차별로 변화감 있는 정원조성을 위한 추

가식재를 예상하여 배식하였다.

(2) 행복 과수원길
행복과수원길은장기적으로는길형태로계획하고, 본 사업

기간안의설계시에는공사금액내에서우선가능한종류와수

량을선정하였다. 골프연습장상부를본공사의영역으로하여

유실수를 설계하였다. 교사들이 추천한 유실수 중 본 해에 지

역에서구입이용이한감나무, 앵두나무, 매화나무, 사과나무를

식재하였다.

(3) 행복 텃밭과 경계공간

그림 6. 식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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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공간의식물목록을정리하여학교관계자에게전달하고,

추후 지역연계의 단체에 물량을 지원받아 식재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다. 초등학교교과서에나오는작물과자연실습프로그램

에활용가능한콩과식물, 채화류, 식이식물들을식재하되, 수확

보다는 체험, 실습, 휴식공간과 연계하여 설계하였다. 약 29종

으로콩, 땅콩, 검정콩, 옥수수, 들깨, 참깨, 수박, 호박, 가지, 토

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배추, 파, 무, 열무, 양파, 피망, 벼, 보

리, 밀까지 다양한 성장 유형과 계절별 작물을 심을 계획이다.

3) 시설포장 설계
설계방향은숲정원의목적과기능에최대한적정한시설의

선정과수량, 최적의위치에 배치한다. 시설조건으로는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고려하며, 학생들 인원 및 규격에

맞는 설계하였다. 재료기준은 친환경적, 친자연적 소재와 주변

과의경관환경이어우러진생태적시설포장재를도입하였다. 숲

정원의 목적에맞게인공의시설은최소화하고, 식생이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수종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시설로는 학교본관에서 내려오는 계단과 연결하여 행

복정원 입구의 목재게이트를 설치하였다. 중앙에는 기존 소나

무를 정자목으로 활용하고, 소나무와 연동하여 학습과 쉼터로

활용할 수있는 평상을 만들었다. 행복숲의 구성을 알 수 있도

록 생태학습용 해설판도 도입하였다. 포장은 전체적으로 투수

가능한 친환경재료로서 경화마사토를 정원 내부의 주요 동선

에기본으로설치하고, 일부동선은거적덮기로포장하였다. 또

표 2. 수목 목록표

구분 수목명 학명 구분 수목명 학명

교목

소나무 Pinus densiflora

관목

보리수 Elaeagrus umbellata

감나무 Diospyros kaki 산수국 Hydrangea serrata

개복숭아 Prunus davidiana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개암나무 Corylus heterophylla

덩굴

지피

초화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공작단풍 Acer palmatum var. dissectum 머루 Vitis coignetiae

구지뽕나무 Cudrania tricuspidata 창포 Acorus calamus

단풍나무 Acer palmatum 금낭화 Lamprocapnos spectabilis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때죽나무 Styrax japonicus 범부채 Iris domestica

팥배나무 Sorbus alnifolia 무늬둥글레 Polygonatum odoratum

매화나무 Prunus mume 돌단풍 Makdenia rosii

모과나무 Pseudocydonia sinensis 수호초 Pachysandra terminalis

목백일홍 Lagerstroemia indica 튤립 Tulipa gesneriana

사과나무 Malus pumila 맨드라미 Celosia cristata

사과나무(미니) Malus pumila mill. alps otome 노루귀 Hepatica asiatica

산딸나무 Cornus kousa 두메양귀비 Papaver radicatum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기린초 Sedum kamtschaticum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다알리아 Dahlia pinnata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솜다리 Leontopodium coreanum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패랭이 Dianthus chinensis

갈참나무 Quercus aliena 은방울꽃 Convallaria majalis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 황금달맞이 Oenothera fruticosa

관목

남천 Nandina domestica 작약 Paeonia lactiflora

피라칸사스 Pyracantha angustifolia 제비꽃 Viola mandshurica

덜꿩나무 Erosum vibur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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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원의 식재지역내부에간헐적이용을위해서는디딤돌포

장을 녹지사이에 놓았다(그림 7).

3. 활용 계획

1) 방향과 세부 계획
활용주제는 ‘교육과정과 함께 하는 행복 숲 정원’를 슬로건

으로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모두가함께하는정원을조

성하여교과서기재식물을식재할예정이다. 행목씨앗학교준

비와프로젝트학습과연계한교육을실시하며, 지역주민과 함

께숲활용교육과정을운영한다. 또한, 교육과정창의체육시간

및 사진반 활동을 통해 학년별 주 1회 숲 체험 교육을 실기하

고, 학교 공동체가 함께 하며, 학생환경 동아리 주관으로 다양

한 환경놀이 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1) 행복 정원
주제는 ‘펼침의숲이야기’로세부내용은테마형학습공간을

조성(학년별교과목기재식물활용)한다. 경진대회로테마공간

별 이름 공모대회, 숲 정원 사진전, 그림․지도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숲속 점심시간갖기, 식물 골든벨, 놀이체험 마당을

제공한다. 지역참여활동으로 숲속 발표회와 연주회를 열었다.

핵심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배려․공감, 협력․창의성이다.

(2) 행복 텃밭
주제는 ‘나눔의 숲 이야기’로 세부내용은 수확보다는 관찰,

실습, 휴식이공존하는 공간구성한다. 작물 관찰지, 팻말만들

기, 요리대회, 콩프로젝트, 천연염색학습의대회를개최하며,

학생 개인 및 동아리별 텃밭 조성 및 가꾸기, 지역농업교육센

터와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책임․협

력․나눔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림 7. 시설 및 포장 수량과 사례이미지

(3) 행복과수원길
주제는 ‘소통의숲 이야기’로서세부내용은행복유실수․변

화하는 계절의 학습공간 활용, 경진대회는 자연재료로 자연미

술하기, 숲에서 보물찾기, 미션 사진 찍기, 활동내용은 둘레길,

내 나무 이름 변화 관찰하기, 오감체험 활동하기로 심미적 감

성능력, 긍정․나눔․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기대효과
첫째, 학교 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및지역주민대상프로그램운영의효과를놀이이고장

기적 특색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유도한다.

둘째, 학교숲 활용을 통해 자연과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

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학생들의자연치환적지능향상, 학부

모의학교교육에대한신뢰도고양, 학교와 지역주민과의유대

강화에 이바지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전문 학습, 인성교육, 환경교육의 장으로,

넷째, 지역주민에게는사회교육, 환경교육, 문화이벤트의장으

로 학교숲이 활용되어 창의인성교육 및 핵심역량교육에 기여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옥외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4. 시공과정 및 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

1) 시공 과정
시공일정은기초지반공사와식재및시설포장공사가연동하

여진행되며, 검수및준공후관리로구분하였다. 학교숲의학

생참여형 사업이므로 전문가들의 시공부문과 학생들이 교사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나뉘어졌다.

숲정원의 조성방식에 따라 친환경 및 투수성 자재의 시설과

포장재를사용하여시공하였으며, 기존의소나무를중심목으로활

용하여중앙부쉼터와 교육공간이확보되도록하였다(그림 8).

그림 8. 전문가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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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도 시공과정에서 참여 가능한 부분을 함께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살리고, 식물의 시작부터 성장과정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체험형 학습이 되도록 진행하였다(그림 9).

2) 활동 프로그램
주요 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의 환경단체와의 연계한 프로그

램과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지역연계의 학습프로그

램은 에코리더 양성과정과 돌봄숲 체험활동이 있다. 학교 내

활동으로는 계절마다 다양한 과실수의 열매따기, 텃밭 가꾸기,

새집관리, 동식물성장과정나누기등을실시하였다(그림 10).

Ⅳ. 결론

학교숲은 자연환경인 숲이라는 자원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과 환경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교류공간을 제공하고 공

동체의식을기르는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본 대상지인

행정초등학교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2017년 학교숲 공모사

그림 9. 학생참여 시공과정

그림 10. 학교숲 활동프로그램

업’에 선정된 학교 중 한 곳이다. 학교숲의 조성 목표는 ‘너․

나․우리모두가행복한학교숲만들기’라는슬로건하에자연

연계형, 참여형, 교육적 활용형 학교숲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설계는 학교숲 조성의 기본 취지와 역할, 기본

방향에충실한계획및조성안을제시하였다. 공모자료시제

출한 구상안을 기반으로 하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관계

자와의 컨설팅을 통해 공모 후 변경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추가

하였다. 또한현장조사․분석을통해최종계획안을작성하고,

단계별설계도서를완성하였다. 설계시고려사항은첫째, 활동

대상지의 선정과 사전조사, 계획, 설계, 시공의 조성과정및 유

지관리와 운영프로세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프로그램과정보제공이필수적이며, 장기적관점에서조성

과 활용을 목표로 한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숲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행복숲의 조성에는 전문가와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설계

와시공에함께참여하였으며, 이는자연학습뿐아니라, 조성한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

할을하였다. 또한, 학교내 학습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환경교

육단체와 연계하여 자연학습공간과 활동프로그램을 연계함으

로써 체계적이며 질적인 자연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위와 같이 학교숲의 의의와 목표를 확립하고 계획과정을 통

한참여형설계와조성및활용내용을살펴봄으로써지속적으

로확대되고있는학교숲조성의설계에사례로활용하고자한

다. 본 연구는 도시녹지네트워크인 학교숲의 조성모델을 제시

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체와 인성교육 실현의 자연환

경공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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