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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of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urban dwellers are lack of oppor-

tunity to contact with nature, and hence alienated from it. In particular, primary school child-

ren who are very sensible to nature need more opportunities to learn nature by direct interac-

tions with it. For this purpose, a movement for making and using ecological learning-place in 

play-ground within primary school. It has been found as a result of research on ecological 

learning-places in 7 primary schools in Daegu that such places, equipped with several eco-

logical facilities, provide both pupils and local dwellers around schools with a place for eco-

logical learning and for rest. But some of them have been left without care and hence can not 

be properly used, because of inappropriate site, insufficient facilities, and deficient programme 

for practical use. In conclusion, the paper reconfirms importance of ecological learning-place 

within grounds of primary school in terms of its educational, social and ecological effects, and 

suggests briefly some measures to encourage its construction and practical use.

Key words : ecological learning-place, biotop, eco-pond, environmental education, prim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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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 심지어 농 지역에서도 

환경의 요성과 이를 보 하기 한 의식이나 

생활양식은 무시되어 왔다. 규모 공단이나 아

트 단지를 건설하기 하여 녹지나 농경지가 

괴되고 호수나 습지가 매립되었으며, 특히 도

시 내 녹지와 습지가 사라지고 하천이 복개되거

나 직강화되면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환경은 속히 사라지게 되었다. 

도시나 지역의 공간환경  퇴락은 소규모 공용 

시설이나 주거 단지 등에도 그 로 반 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들의 이용자들로 하여  환경 으로 

삭막하고 정서 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다. 로, 오늘날 부분의 학교들은 텅빈 운동

장과 콘크리트 교실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환경교

육이나 정서 함양을 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차 

멀어지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보 의 확 로 교

내 자투리땅들은 주차장으로 바 거나 테니스장으

로 이용되고 있어 학생들이 일상 으로 하는 학

교 환경은 인공 인 공간환경으로 변해 왔다. 

최근 환경문제의 심화로 부분의 도시나 지역

들은 생태도시, 환경도시, 는 녹색도시 등을 표

방하면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한 사업

에 심을 보이고 있다. 로, 기존의 하천이나 호

수를 정비, 복원하거나 인공 으로 녹지나 연못을 

조성하여 도시 내 친환경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

는 노력과 도시 내 다양한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소생태계의 조성에 한 붐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식 심의 ‘환

경에 한 교육’이 아니라 정의  역을 시하

면서도 환경 속에서의 행동을 요시하는 정서 

교육 내지 기능 심 교육이며, 실천과 친환경

인 가치 을 가지게 하는 ‘환경을 한 교육’ 

한, 강조되고 있다(서태열, 2003; 최돈형, 2007). 

이러한 환경 인식의 제고에 따라 삭막한 교정을 

아늑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환시키기 한 생

태학습장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산

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쉽게 할 수 없는 자연을 

교육과정 안에서 쉽게 체험하고 실생활과 련

된 환경보  기법을 체득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 

확보를 한 운동이 개되게 되었다(안삼 , 김

희, 1999).

따라서, 이 연구는 등학교 생태학습장의 조

성과 활용을 진하기 하여 첫째, 생태학습장

의 개념과 이의 조성을 한 유형  장소 선정, 

조성 단계 등을 고찰한다. 둘째, 구지역에서 생

태학습장이 설치된 등학교 7개교를 방문하여 

생태학습장 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

들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생태학습장이 가지

는 사회  효과  생태학습장의 활성화 방안 등

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생태학습장의 개념과 조성

1. 생태학습장의 개념과 의의

생태학습장이란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자

연환경의 다양한 요소들과 그들의 계로 이루어

진 (소)생태계를 찰 는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장소를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장은 ‘쉽게 생태계의 실상과 환경문제를 

하고, 인식하며, 나아가 실제로 이를 해결하기 

한 실습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교육장

소’를 의미한다. 즉, 학생들이 생태학습장에서 학

습 내용을 직  보고, 느끼며, 상호토론하고, 문제

을 도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장소이다(김인호, 

김귀곤, 1998; 안삼 , 김 희, 1999).

생태학습장은 포 으로 환경교육의 장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소생태계, 는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 환경인 비오톱(biotop)이

다. 소생태계란 생태  공동체로서의 생물서식 

장소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지리  최소 공

간 단 를 의미한다(조동길, 1999). 이러한 소생태

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 단 이지

만, 한, 이것이 치한 도시나 지역 내 작은 숲

이나 가로수, 습지, 하천 등과 연계되어 동·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 지역 등학교의 생태학습장 조성과 활용  91

이와 같이 생태학습장은 도시나 지역 내에 산

재한 소생태계의 하나로 조성된다. 학교 소생태

계 조성사업은 생태연못과 실개울, 야외학습장, 

화원  찰로 등을 조성하여 단  면 당 서식

종의 도가 높은 생물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된 생태연못은 사라져

가는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마련하고, 종다양성

을 높여 도시 생태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이 에서 학교는 그 자체로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으며(Rauch, 2000), 도시 생태계의 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 

생태학습장의 교육  의의는 첫째, 생태학습

장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환경교육이 아니라 

직 인 체험을 통하여 환경의식과 환경실천을 

고양시키며 환경을 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장소이다. 둘째, 생태학습장은 단지 환

경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조성  

리 과정에의 직  참여를 통해 동정신을 

고양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정서  생활에 도움

을  수 있다. 즉, 생태학습장의 조성과 리가 

구성원들 부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는 분 기가 조성된다. 셋째, 생태학

습장을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생태학습장은 동․

식물의 서식 장소 역할을 한다. 도시 내 작은 생

<표 1> 생태학습장의 유형

유형 구성 내용

 생태연못형  수생 동․식물, 습지 식물 등의 찰을 한 연못 조성

 소운동장 녹화형  놀이 공간  소운동장에 잔디 식재

 휴게공간 조성형  학교 구성원의 휴식을 한 쉼터 조성

 옥상 녹화형  학교 건물의 옥상 녹화를 통한 자연학습 공간 조성

 담장 철거형  학교 담장을 없애거나 낮고 투시가 가능한 목 등으로 조성

 학습장 조성형  자연 찰로, 자연 찰원 등 찰 학습 공간 조성

 방음림 조성형  소음 감을 한 학교 내 숲 조성

 텃밭 조성형  식물 재배  찰 학습을 한 텃밭 조성

 생명의 숲 조성형  토종나무와 유실수, 야생화가 어우러진 자연 숲 조성

 기타 복합형  여러 유형의 복합 용

물들이 개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희소해져 가는 자생 동․식물의 생존을 통해 

종다양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생태

학습장은 도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

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생태학습장의 유형과 장소 선정

생태학습장은 ․ 등학교 내에 조성되는 경

우를 제로 필수 으로 교내에 치해야 할 이

유는 없으나(김수  등, 2004; 이 우·김민경, 

2001), 환경교육의 입장에서 이를 직  조성, 

리하며 체험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에서 교내에 치하는 것이 효율 이다. 생태

학습장은 학교의 주변 환경과 학교 내부의 선호

도 등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

로 구성될 수 있다(이 일, 2004).

생태학습장의 유형 에서 최근 선호되고 쉽

게 조성될 수 있는 유형으로 생태연못이 있다. 

생태연못은 생태  요소를 심으로 자연 상태

에 가깝게 조성된 연못으로, 그 형태는 부정형으

로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고, 수심은 다양하며, 

각 구역별로 합한 식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

성된 연못이다(이은희․장하경, 2000). 생태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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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사라진 

자연 인 습지를 신하여 다양한 종들이 서식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연못은 생물들의 

서식에 필요한 물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

를 심으로 집약 인 소생태계의 기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학습장으로 선호된다(김수  

등, 2004; 이은희, 2001). 

생태학습장 는 도시의 소생태계는 흔히 연못

과 같은 물이 있는 공간환경을 연상하기 쉽지만, 

물이 없으면서도 생물들이 살고 있는 동산이나 자

투리땅의 녹지로도 조성될 수 있다. 최근 활발히 

개되고 있는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은 이 에서 

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은 학교 안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함으로

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푸른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운동으로 숲을 조성하는 과

정에서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

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유 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시학교의 경우, 학교

에 숲을 조성하여 잃어버린 자연을 학교에 재 시

켜 으로써 학생들로 하여  자연의 신비감과 고

마움을 깨닫게 하고, 복잡하고 혼탁한 도시 환경

에서 안 하고 쾌 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건 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이한응, 2004).  

생태학습장은 이와 같이 연못생태계 심이나 

숲생태계 심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운동장 주

변이나 교실 주변의 자투리공간뿐만 아니라 건

물의 벽면, 옥상, 울타리 등을 활용하여 조성될 

수도 있다. 생태학습장은 기본 으로 교내 모든 

장소들이 활용될 수 있으나, 장소의 선정에서 고

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늘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표 2> 학교 숲 조성과 확충 과정 사례

단계

조성 내용
1차 숲가꾸기 2차 숲가꾸기( ) 2차 숲가꾸기(가을) 3차 숲가꾸기

- 조경 계획 수립

- 기본 조경 완성

- 체험 동산 조성

- 화단, 텃밭 조성

- 야생화 단지 조성

- 성토 작업, 숲 조성

- 통 수종 식재

- 벤치 설치

- 유실수 동산 조성

- 산책로 조성

- 사육장 설치

- 조류장 설치

- 곤충생태원 조성

- 수생생태원 조성

- 추가 숲 조성

- 음지 식물원 조성

- 로그램/교재 개발

장소로서 환경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등․하교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다. 

로 건물 뒤편이나 후미진 장소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경우 나름 로 장 도 있지만, 실제 학생

들과 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환경교육  

측면에서의 의미는 상실된다. 물론 옥상공간을 

이용할 경우는 외라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들이 항상 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야 한다. 둘째, 생태학습장은 활동이나 기능을 고

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생태학습장은 기본 으

로 동․식물의 서식지로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

니라 지역 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공간으로 활

용된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운동장에 인 한 곳

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생태학습장은 기본

으로 소생태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에서 자연 상태 는 인공 인 상태에서 지속

인 물 공 이 이루어져야 하고, 발생하는 폐기물 

한, 장에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3. 생태학습장의 조성 단계  활용 방향

생태학습장의 심이 될 소생태계의 유형과 

장소가 결정된 후, 이를 단계 으로 조성해 나가

기 한 계획이 필요하다. 소생태계 체를 동시

에 조성하기보다는 심으로 선정된 소생태계를 

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차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하여 단계

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한응(2004)은 학교 숲 조성과 확충 과정의 사례 

연구에서 계획  기반 조성에서 완료 단계까지의 

연차 인 조성을 강조한 바 있다(표 2). 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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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인 조경을 완성하게 되면, 간

단한 체험동산과 화단이나 텃밭을 조성하여 직  활

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부 유형별로 순서를 정하여 

추진하고, 최종 로그램  교재 개발 등에 이르는 

순차 인 생태학습장 조성의 요성을 강조한다.

생태학습장은 기본 으로 학생, 교사,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조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이 확보되면 조성에 필

요한 경비는 가능한 최소화하여 비록 시일이 오

래 걸리더라도 외형에 치 하기보다 가능한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조성해야 한다. 생태학습장을 조

성하게 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

램들이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 생태학습장 활용 

로그램은 직  참여하여 생태학습장 만들기, 서

식 동․식물의 찰, 보호, 동․식물의 특성과 먹

이사슬 등 생태계의 특성 익히기, 채소 재배하기, 

자연을 이용한 놀이, 자연친화  술 활동 등 매

우 다양하다. 생태학습장 활용 로그램은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학생 스스로 환경의식과 실천을 

고양시키기 한 찰․보호 로그램, 지역 주민

이 함께 하는 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구 소재의 등학교는 2007년 4월 재, 

205개 학교가 있으며, 이 에서 생태학습장 시

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한 정확한 통계는 조

사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수행을 해 

선정한 7개 등학교는 생태학습장 조성 학교로 

알려진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 다.

2. 조사 방법

구 지역 등학교의 생태학습장 황 조사

는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 구경북환경

연구소에서 (사) 구생명의숲의 조를 구하여 연

구 상 등학교에 조사 조 공문을 발송하

으며, 추가 으로 해당 학교를 직  방문하여 자

료를 수집하 다. 7개 등학교의 자료는 해당 

학교에서 생태학습장을 리 담당하고 있는 교

사에게 생태학습장 조성과 련하여 조성 기간, 

조성 주체 등의 사업 계획이나 참고 자료를 요청

하 으며, 장 방문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별 수목의 종류와 수

량, 생태 학습장 유형  면 , 치, 주요 시설 

황 등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3. 연구의 제한

구 지역 등학교의 생태학습장 조사 결과

는 구 지역 등학교에 설치된 모든 생태학습

장을 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다. 한, 연구에서 

수행한 환경교육 로그램은 교육 로그램을 

운 하는 여부에만 을 두어 조사 분석하

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효율 인 수행과 학생들

의 환경에 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효과  

수단이 될 수 있는 생태학습장 연구에 기 를 제

공한다는 에 의의를 두고자 하 다. 

Ⅳ. 연구 결과  논의

1. 구 지역 등학교 생태학습장의 황

구 지역의 등학교에 생태학습장이 조성된 

학교가 몇 개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조사 

상 학교는 체로 주거 지역에 치해 있으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 인 해 있다. 상 학

교에 조성된 생태학습장의 황은 <표 3>과 같다. 

생태학습장의 면 은 매천 등학교가 456m2 

규모로 상 학교 가운데 가장 작았고, 지 등

학교가 1,710m2로 가장 넓었다. 생태학습장의 조

성은 부분 시 는 교육청과 생명의 숲의 공동 

지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성지 등학교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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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태학습장의 체 황

학교

항목
남부 매천 본리 성지 송 장성 지

치
교사동 

면부

교사동

뒷편

교사동

뒷편
교사동 사이

운동장

외곽부

운동장

외곽부

교사동

면부

면 (m
2
) 612 456 975 990 1,120 459 1,710

수종 23종 19종 18종 32종 30종 26종 31종

시설물 6종 5종 8종 6종 5종 5종 3종

습지 무 유 유 유 유 유 무

조성자 교육청
구시/

생명의 숲

교육청/

생명의 숲
자체 구시 생명의 숲

교육청/

생명의 숲

환경교육

로그램
유 유 무 유 유 유 무

으로 마련한 자 을 이용하 다. 생태학습장은 기

본 으로 생태시설과 생태연못 는 수(水) 공간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남부와 지 등학교 2개 

학교는 수공간이 없는 상태로 생태시설을 심

으로 조성되어 있다. 부분의 학교는 환경교육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2개 학교는 특별한 

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남부 등학교의 생태학습장은 교문 왼쪽과 오

른쪽의 교사동 면부에 치하여, 학생들의 

근이 쉽고 주민의 활용도도 높게 조성되어 있다. 

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온 왕벗나무 아래로 교육

시간에는 야외교실로, 방과 후에는 학생과 주민

의 놀이 공간,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외 탁자 외에 암석원, 석물, 항아리 등이 설치

되어 있다(그림 1). 교목인 향나무 외에 젓나무, 

소나무, 주목, 구상나무, 왕벗나무, 은행나무, 목

련, 느티나무, 이팝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 벽

오동, 회화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매천 등학교의 생태학습장은 학교의 북쪽인 

교사동 뒤편의 구석진 곳에 치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리상의 어려움도 따

르고 있다. 반면, 학교의 남쪽 운동장에 식재된 

큰 라타 스는 학교의 오래된 역사를 잘 나타내

며, 학생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태 연못, 

물 방아, 목재 펜스, 교재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 교목인 향나무 외에 소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호두나무, 목련, 단풍나무, 앵두

나무, 자귀나무, 살구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본리 등학교의 생태학습장은 교사동 뒤편의 후

문 쪽에 치해 있으며, 기 조성 때 보다는 리

가 소홀해진 편이다. 학교 체 부지 면 은 상학

교들 가운데 넓은 편이지만, 주차공간을 우선 확보

함에 따라 실제 공간은 좁게 느껴진다. 한, 학교 

체 수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이다. 

학습장 시설로는 생태연못, 사육장, 야외학습장, 목

재데크, 암석원, 생태해설 , 나이테 찰원, 나무이

름표,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찰로는 지압보도, 

석으로 포장되어 있다(그림 3). 수종은 교목인 향

<그림 1> 남부 등학교 생태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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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천 등학교 생태학습장

나무 외에 소나무, 주목, 모과나무, 느티나무, 단풍

나무, 때죽나무, 은단풍 등이 식재되어 있다. 

  성지 등학교의 생태학습장은 교사동과 교사동 

사이에 치하여, 근이 용이하고,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학교 숲이 조성된 지 10여년 정도밖에 되

지 않았지만, 숲의 규모나 나무의 크기가 상당히 오

래된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 8회 아름다

운 숲 국 회에서 ‘아름다운 학교숲’으로 선정되

기도 했으며, 생태학습장 시설은 연못, 벤치, 원형

고라, 고라, 나무이름표, 덩굴아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찰로는 보도 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다(그

림 4). 수종은 교목인 소나무 외에 편백, 주목, 메타

세콰이아, 배롱나무, 살구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모감주,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송 등학교의 생태학습장은 학교 운동장의 가

장자리에 치해 있으며, 생명의 숲 지원으로 학교 

숲이 조성되었고,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 

<그림 3> 본리 등학교 생태학습장

<그림 4> 성지 등학교 생태학습장 

숲과 연결되어 있다. 생태학습장 시설로는 생태연

못, 야외학습장, 벤치, 목재 스, 생태해설 , 나무

이름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찰로는 마사토로 

포장되어 있어 자연친화 이다(그림 5). 수종은 교

목인 소나무 외에 스트로 잣나무, 배롱나무, 느티나

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은행나무, 가시나무, 호두나

무, 모과나무, 무화과, 추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장성 등학교의 생태학습장은 운동장의 북쪽 

가장자리에 다양한 학교 숲과 생태연못이 조성

되어 있지만, 운동장 끝부분에 치하여 학생들

의 이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 공간은 조

성  인근 오폐수 유입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

는 곳을 새롭게 소생물 서식 공간으로 만든 곳이

다. 이외 생태학습장 시설로는 목재 스, 생태해

설 , 목재데크, 비오톱, 찰로에는 우드칩으로 

포장되어 있다(그림 6). 수종은 교목인 은행나무 

외에 느티나무, 왕벗나무, 칠엽수, 이팝나무, 갈참

<그림 5> 송 등학교 생태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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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장성 등학교 자연학습장

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있으며, 목으로 작살나

무, 피라칸다, 좀작살나무, 조팝나무 등이 식재되

어 있다. 

지 등학교의 생태학습장은 교사동 면 부

분의 기존 화단을 없애고 새롭게 조성된 곳으로, 

학생들의 근이 용이한 편이다. 본래 좁은 화단

이었고, 그 외 부분은 인터로킹포장으로 학생들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을 제외하고 없

는 상태 지만, 교육청과 생명의 숲 지원으로 생

태학습장으로 환되었다. 이외 생태학습장 시설

로는 덩굴아치, 목재데크, 교재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7). 수종은 교목인 느티나무 외에 주목, 

왕벗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목련, 무화

과, 모과나무, 단풍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2. 생태학습장 조성 황

<그림 7> 지 등학교 생태학습장

생태학습장은 다양한 유형의 식물 재배나 동

물 사육, 소생물 서식 공간이나 소생태계의 조성, 

그리고 찰과 학습, 놀이나 휴식, 그 외 경 이

나 기타 필요에 따라 조성된 다양한 생태시설들

로 구성된다. 로 생태연못에는 물고기 서식처, 

조류용 횟 , 모래톱 등이 조성될 수 있으며, 

찰과 학습을 하여 생태 해설 , 나무 이름표 

등이 마련되고, 생태경 을 하여 통나무, 암석

원, 그루터기 등이 설치되기도 하고, 문화  경

과 어울릴 수 있도록 물 방아, 여타 석물 등이 

배치되기도 한다. 한, 학습장 체를 이동하면

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

성된 찰로가 있다. 물론 생태학습장에 지나치

게 많은 시설들이 배치되어 좁은 공간을 복잡하

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다  수도 

있지만, 기본 으로 필요한 시설들의 조성은 생

태학습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상 학교 7개교 가운데 4개 학교가 생태연못

을 조성해 두고 있었으며, 생태연못은 다양한 형

태와 경 을 보이고 있다. 매천 등학교의 경우, 

생태연못 주변에 암석을 두고 땅과 연결되도록 

했으며, 인공수도로 물을 순환시키고 이를 한 

물 방아를 배치하여 문화경 을 조성하 다(그

림 8). 본리 등학교의 생태연못은 침수식물 

심으로 조성하 고 가장자리는 침목으로 둘러싸

고 있어, 찰하기는 용이하지만 체 으로 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9). 송

등학교의 생태연못은 수련과 노랑어리연꽃등 부

엽식물 심으로 조성하여 다소 야생의 모습을 

<그림 8> 매천 등학교 생태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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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본리 등학교 생태연못

<그림 10> 송 등학교 생태연못

보이고 있으며(그림 10), 장성 등학교의 경우는 

생태연못 주변에 침목으로 둘러싸고 나무울타리

와 다리를 만들었고, 수로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쉽게 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수생식물들

이 제 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다(그림 11). 

<그림 11> 장성 등학교 생태연못

<그림 12> 본리 등학교 생태안내  

생태학습장의 기본 목 인 생태학습을 직  

고취시키기 해서는 생태 해설 , 나무이름표, 

생태 안내  등이 필요하다. 상 학교의 생태 

시설물은 <표 4>와 같으며, 이 에서 생태 해설

이 있는 학교는 3개교 다. 그리고 1개교를 제

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나무이름표를 부착해 

두고 있다. 생태 해설 은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구체 인 학습 내용을 담기보다는 간단

한 안내문 형태로 되어 있다(그림 12와 13). 

본격 인 식물원을 갖춘 학교는 없었고, 동물 

사육장을 갖춘 학교는 1개교 뿐이었다. 생태학습

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찰로는 다양한 

소재로 포장되어 있는데, 보도 블럭 신 마사토

를 깔거나 석포장이나 침목으로 포장한 경우

도 있다(그림 14와 15). 

생태학습장에 조성된 수목들은 체로 낙엽교

목이나 낙엽 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피 

<그림 13> 송 등학교 생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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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태학습장 시설 황

학교

 항목
남부 매천 본리 성지 송 장성 지

생태연못 × ○ ○ × ○ ○ ×

생태해설 × × ○ × ○ ○ ×

나무이름표 ○ ○ ○ ○ ○ × ○

덩굴아치 × × × ○ × × ○

목재데크 × ○ ○ × × ○ ○

교재원 × ○ × ○ × ○ ○

암석원 ○ × ○ × × × ×

사육장 × × ○ × × × ×

야외학습장 ○ × ○ × ○ × ○

찰로 포장 보도블럭 보도블럭 보도블럭 석포장 마사토 우트칩 침목포장

기타 석물 물 방아 지압보도 연못 가로등 비오톱 학습데크

* 
○: 설치되어 있음, ×: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그림 14> 송 등학교 마사토 찰로

<그림 15> 지 등학교 침목포장 찰로 

화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5). 부분 학교

에서 교목으로 향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

무 등이 있었으며, 라일락, 산홍, 무궁화 등의 

목과 맥문동, 범부채 등의 화류도 식재되어 

있으며, 생태연못 주변에는 옥잠화, 창포 등이 식

재되어 있다. 특히 성지 등학교와 장성 등학교

에는 참나리, 낭화, 기름나물, 섬 롱꽃, 새우

난, 매발톱꽃, 구 , 억새 등 다양한 화류를 

찾아 볼 수 있다. 

3. 생태학습장에 한 평가

생태학습장의 조성과 이를 통한 환경교육은 

단순히 오염 방이나 자연 정화, 자원 약과 

같은 상 인 근에서 탈피하여 근본 으로 

우리의 삶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도

록 하는데 을 두어야 한다(안삼 ․김 희, 

1999). 즉, 생태학습장은 등학생들이 자연 속에

서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

해주는 다양한 시설들과 체험 로그램의 장으로

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구시 등

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학습장의 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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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생태학습장의 식재 황                         (단 : 종)

   학교

 항목
남부 매천 본리 성지 송 장성 지

상록교목 5 1 2  3  2 - 2

낙엽교목 9 9 5  8 16 7 11

상록 목 1 2 -  1  2 - 4

낙엽 목 6 3 6  4  4 4 10

덩굴식물 - - 1  1  1 - 1

지피  화류 2 4 4 15  5 15 1

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근성과 학생들의 이용 빈도라는 에

서 생태학습장의 치가 요하다. 구시 7개 

등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학습장 에서 4

곳은 교사동 뒤편이나 운동장 외곽부와 같이 학

생들의 근성이 상 으로 낮은 장소에 치

해 있으며, 2곳은 교사동 면부, 1곳은 학교 

앙에 조성되어 있다. 생태학습장은 특정 시간에 

찾아가서 하거나 는 학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을 단순히 녹화하기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할 수 있는 장소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생태학

습장은 학생들만을 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

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근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생태학습장은 지나치게 많은 인공물들이 설치

되어 자연 상태를 훼손시킬 필요는 없지만, 가능

한 다양한 시설물들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지루

하지 않고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시설물들은 하나의 소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세부 구성물들 간 연계가 있어

야 한다. 즉, 동물사육장과 같이 인공 으로 고립

된 시설들은 가능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

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 인 생태학습장 운  사례를 보면, 유실

수 동산 조성, 조류장  곤충 생태원 조성, 수생 

생태원과 실개울 조성, 음지식물원 조성 등 다양

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구시 등학교에서 

설치 운 하고 있는 생태학습장의 시설들은 기

본 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조성되어 있으

나, 다년간의 계획으로 생태학습장을 더욱 발

시키고,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생태 시설

물 가운데 가장 일반 이고 학생들의 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생태연못이다. 이러한 생태연못은 

물과 련된 자연 경 을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

여  서식하는 식생이나 곤충  조류 등을 찰

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 을 한 생태연못에서 나아가 연못

과 더불어 물이 흐르는 수로(인공 개울)를 조성

하여 학생들이 직  수변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생들의 근이 

차단된 상태에서의 외  자연경 에서, 직  사

육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유기  자연경 으로 

환되어야 한다. 

생태 시설물의 학습 효과 증진을 해서는 생

태 해설 과 나무이름표 등이 필요하지만, 생태 

해설 은 3개교에서만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생태학습장 조성

을 한 소요 경비는 학교자체 재원 1개교, 교육

청 지원 1개교, 시 지원 1개교, 생명의 숲 지원 1

개교, 그리고 생명의 숲과 시  교육청 연계 지

원 각 1개교씩 모두 3개 학교 등이다. 이러한 외

부 지원에 의한 생태학습장 조성은 최근 개되

고 있는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생태학

습장에 한 심의 증가가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강화되기 시작한 생태체험교육은 학생들

에게 자연과 직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에 한 

감수성을 일깨워 주고 자연에 한 경외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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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태학습장의 조

성에서부터 활용과 리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

성원 체의 지속 인 심이 요구된다. 

4. 생태학습장의 조성 효과와 활성화 방안

생태학습장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도시와 지역 내의 소생태계를 복원하여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교육 , 사회 , 생태  효과로 구분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이한응, 2004). 

첫째, 생태학습장은 교육  효과를 갖는다. 생

태학습장은 학생들에게 환경 친화 인 가치 을 

함양하고 환경보 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해 

다. 생태학습장에서 보호 리되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물과 안내물은 학생들에게 친

환경 , 친자연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

록 동기를 부여한다. 생태학습장은 환경교육이 

생활 환경 속에서 체험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함을 일깨워 다. 

둘째, 생태학습장은 사회  효과를 갖는다. 생

태학습장의 조성과 운 은 학내 구성원들의 

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

고 학부모와의 계를 친 하게 해 다. 한, 생

태학습장을 개방 운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휴

식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

역사회와의 유 를 강화시켜 다. 

셋째, 생태학습장은 생태  효과를 갖는다. 생

태학습장은 생물서식처가 부족한 도시 지역 내

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주변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정서 함양의 공

간 마련과 더불어 생물의 서식 공간과 생태 통로

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도시의 자연환경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생태학습장을 통한 환경교육은 일상생활이 이

루어지는 생활공간 내에서 자연환경과 일상 으

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상호

계를 인식시키고, 환경 으로 건 하고 환경 

친화 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러한 생태학습장 조성의 정 인 효과에도 불

구하고, 도시 학교들의 경우 자연 인 생태학습

장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

정의 일부를 생태공간으로 환하여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최근 국 으로 일고 있는 생태

학습장 설치, 학교 숲 가꾸기,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 , 녹색학교 가꾸기,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푸른 학교 만들기, 생물 서식공간을 한 비오톱 

조성하기 등 다양한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 운동

은 학교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한 방안으로 

정 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로 교

육  의의가 있으나, 정작 효과 인 로그램의 

개발과 운 이 없는 생태학습장은 일반 학습장

이나 유휴 공간에만 머물 수 있으므로, 생태학습

장 활용을 한 교육 로그램이 지속 으로 개

발, 시행, 보완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태학습장을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을 한 장으로의 활용도 가능해질 수 있다. 

로,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야생

화 이론  실습 교육을 하거나 생태학습장 견

학, 녹색 문화제, 녹색 소비자 교육 등 다양한 교

육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은 지역 주민에게 환

경의식을 고양시키고, 학교와의 력 계를 더

욱 강화시켜  수 있다. 

생태학습장 활용을 한 교육 로그램은 학생

용과 지역 주민용으로 구분하여 합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

육은 교사가 담당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내의 

주민이나 활동가 는 문가를 청하여 시행

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생태학습 

로그램의 개발  시행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생태학습장의 활용이나 교육을 한 로그램을 

수집한다. 생태학습장을 운 하고 있는 모든 

등학교를 상으로 면담이나 방문을 통하여 기

존 생태학습장 로그램을 수집하고, 활용도 등

을 조사한다. 둘째, 특정 학교에 조성된 생태학습

장에 합한 로그램을 개발, 운 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 보완한다. 셋째, 생태학습장 로그램

을 보 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한다. 로그램이 

성공 으로 시행되게 되면, 이 로그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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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 생태학습장을 가진 

학교들로부터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홍보한다. 

Ⅴ. 결론  제언

도시 구성원의 인성 함양과 정서  안정을 

해서는 녹지공간이나 생태공간과 같이 자연과 

직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하고 활용할 필

요가 있다(이율경․강인석, 2007). 특히, 등학교 

시기는 학생들이 자연에 한 감수성이 민감하

기 때문에, 자연과 직  교류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에

서 학교내 생태학습장의 조성과 이를 통한 생태

학습의 활성화를 한 노력이 요하다. 생태학

습장의 조성은 치 선정에서부터 다양한 시설

물의 조성과 재원 마련, 그리고 조성 후 활용을 

한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체계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생태학

습장이 치 선정의 부 이나 운   리 

로그램의 미비로 학생들로부터 외면되거나 일회

성 시로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는 조성 

단계별로 치 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 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구지역의 등학교 에서 생태학습장이 조

성된 학교들의 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상 

학교는 부분 생태학습장을 한 기본 인 시

설을 갖추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치 선정의 문

제와 생태시설의 다양성 부족, 활용 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생태학습장이 제 로 활용되

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태학습장의 교육 , 

사회 , 생태  효과를 고찰하고, 이의 조성  

운 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태학습장은 삭막한 도시 내에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

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서 함양의 공간 

마련과 도시 동·식물이 살아가는 서식공간과 생

태통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도시의 환경 개

선에 기여할 수 있다. 한, 생태학습장이 학생들

에게 환경 친화 인 가치 을 함양하고, 환경보

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 력을 강화

시킨다는 이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재 조

성되어 있는 생태학습장의 조성 황과 운  실

태를 진단해 으로써 생태학습장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보 에 한 노력이 

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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