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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업나눔 사례분석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 탐구

권정희

  지금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하여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가 적은 교육상황이다. 이것에 대한 반동처럼 숲교육의 필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숲교육이 증가되는 시기에 숲교육다운 숲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숲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되었다.
  이 연구는 숲교육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세 가지 방식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현실에 적합한 숲교육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숲교육 현장이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는 숲교육 수업영상을 숲선생님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시민단체인 생명의숲에 있는 행복숲모임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복숲
에서도 숲교육을 5년 이상 이끌고 있는 세 명의 숲선생님과 함께 수업나눔을 진
행하였다. 숲선생님들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수업나눔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
해 숲교육을 진행하는 자기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숲교육을 촬영하고 수업나눔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여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나눔 사례분석을 통해 숲교육의 의미로 탐구된 것은 숲에 대한(about) 교
육과 숲에서의(in) 교육, 숲을 위한(for) 교육, 숲에 의한(by) 교육의 모습을 숲교
육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숲은 관계론적 존재론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으
며, 따라서 숲교육의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공존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 숲교육의 열 가지 요소로 숲선생님과 참가자, 프로그램, 시간, 공간, 숲의 
상황, 자연물, 상호작용, 교재·교구, 외부상황을 구분했다. 숲교육의 성격으로는 
현장성, 감각교육, 능동적 수동성, 안전과 모험, 즉흥성의 여섯 가지 성격을 발견
하였다. 숲교육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관찰과 표현, 설명, 놀이, 탐색, 줍기, 만들기
의 일곱 가지가 구분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숲교육이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인
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난다는 것과 신기함을 경험하는 특징을 가졌다. 
  숲교육을 이해할 때 주체와 철학, 시간, 공간에 따라 네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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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주체에 따라서는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철학에 따
라서는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 시간에 따라서는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 공간에 따라서는 교실 안 숲교육과 교실 밖 숲교육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숲선생님들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수업나눔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숲교
육을 진행하는 자기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세 명의 숲선생님은 비언어커뮤
니케이션에 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오감을 활용하고, 대상에 민감하다
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몸-머리-가슴 중에서 무게중심을 두는 
곳이 서로 다르며, 상호작용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수는 질서를 중
요하게 여기며, 이은영은 중층구조로 이성과 감각을 함께 사용하고, 조한나는 안
전보다 모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수업나눔을 통해서 
숲선생님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숲교육을 진행하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으
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변화하고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나눔에서 나타난 숲교육의 양상을 살펴보면 공유와 갈등, 통합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런 양상 가운데 세 숲선생님의 자세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참가자가 소란한 것과 숲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
한 것, 숲교육에서 어려웠던 순간, 참가자에 대한 민감성, 숲선생님들의 어려움이 
공유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숲길에서 미션을 주고 해결하게 할 것인가 빈 
페이지처럼 걷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배낭을 메고 수업을 하는 것과 배낭을 벗고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숲선생님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숲교육 통해 눈에 보이는 
목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거나 안내하거나, 기획한대로 수업을 해야 하는 지, 우
연적인 관찰의 기회를 더 살리고 놀이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인지, 또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숲선생님들이 생각을 공유했다. 이
러한 자기 돌아봄을 통해 세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의 모습을 씨앗형 숲교
육과 줄다리기형 숲교육, 안내자형 숲교육으로 유형화 하고,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와 이해의 확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숲교육의 의미와 숲선생님들의 자기 이해를 통해 숲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관계론적 존재론의 입장에서 숲교육을 기
획, 수행해야 할 필요를 살피고, 우리나라 숲교육의 변천사를 돌아보았다. 참여관
찰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숲교육을 보다 온전히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현장에서 숲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숲교육이 갖는 의의와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제도권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 이 연구에서 밝힌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 수업나눔을 통한 되돌려주기(feedback)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숲교육의 재해석과 재정향을 위한 노력이 숲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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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아이들에게나 숲선생님에게 숲교육 다운 숲교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

핵심어: 숲교육, 수업나눔, 사례연구, 존재론적 숲교육
학  번: 2009-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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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마치 밀당1) 같은 상황이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의 세 번째 만남이었

다. 이제 세 분의 숲교육 모습이 모두 공유되는 날이었다. 마치 목욕탕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숲교육 모습을 모두 보게 된 것이다. 그중 두 숲선생님들이 나누는 대화는 차분했다. 같은 숲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지향을 담고 있었다. 잠깐의 멈춤. 말 없는 5초. 나는
이 5초의 찰나가 두 숲선생님의 간격이라고 이해했다. 어쩌면 별것 아니지만, 어쩌면 전부인
5초의 찰나에서 두 숲선생님의 대화가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두 분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마주하면서, 두 분의 숲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숲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숲교육 현장에서 같은 내용의 기획안을 가지고 서로 다른 수업이 펼쳐지는 숲교육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다. 한 모둠의 반응은 좋았으나, 다른 모둠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같은 프로그
램이며, 장소도 같고, 교구도 같고, 맥락도 거의 유사한데 참가자의 반응은 왜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일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루브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을 경험하지 못해서 보이는 증상을 자연결핍증후군
(Nature-deficit disorder)이라 부른다(Louv, 2005). 루브가 이해하는 바로 도시 생활은 곧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
타민 N(N은 nature에서 따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루브는 자연을 경험하는 것
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Louv,
2011).

산림청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2017년 숲교육은 전국 26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2).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3)를 방문하면 서울의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 숲교육 현장이 소개되어 있다.
관련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산림교육 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가
있다(산림교육법 제2조 제2호). 산림교육전문가로서 숲해설가의 역할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4), 숲해설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숲교육현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
수목원, 2014a).

국내에서 숲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숲교육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약 80여 편에 달한다. 그 중 큰 갈래는 숲교육의 결과가
참가자의 긍정적 정서를 향상하는 것에 대한 연구(권가영, 류경희, 강상, 2014; 김민화, 2014;
박은경 등, 2011; 이명환, 김은숙, 2015; 진경금, 2014)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연
구(김윤희, 2015; 이인원, 2014; 장지순 등, 2015; 조영민 등, 2014)또한 많다. 숲에서의 활동
이 개인의 어휘력, 의사소통능력, 사회, 정서능력(권가영, 류경희, 강상, 2014), 친사회적 능력

1) 밀당의 표준어는 밀고 당기기이다. 그러나 상황묘사에서 어감을 살리고자 그대로 표현하였음을 밝힌
다.

2) http://www.forest.go.kr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휴양·문화·복지에서 산림교육자료에 제시되는 것 기준
(2017년 5월 24일 검색).

3)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parks.seoul.go.kr
4)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밝히는 숲해설가의 역할: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들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살아가는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함.
나무나 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여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해설
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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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2013b) 창의성(김은숙, 2013a; 김정아, 2015), 과학적 탐구능력, 생명존중태도(이빛
나, 최미숙, 2015)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숲교육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시키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된다. 가장
많은 것으로는 친환경적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것(강병재, 김병수, 2015; 강영식, 2009; 김은
숙, 2016; 마지순, 2008; 주성현, 2001; 최정애, 서현아, 2010)과 생명존중의식이 향상되는 것
(강영식, 2009; 이빛나, 최미숙, 2015; 장철순, 구창덕, 황연주, 2016; 최수정, 고윤순, 2014),
행복감이 높아지고(김규수, 강영식, 2016; 신지연, 김정현, 정이정, 2012; 안현옥, 조명자,
2015; 최수경, 석주영, 박인전, 2013),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 향상되며(김규
수, 강영식, 2016; 최수경, 석주영, 박인전 2013), 자아상에 긍정적인 영향(장지순 등, 2015)
을 미치는 등의 연구가 있다.

이렇게 숲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더 많은 사람을 숲교육 현장으로 초
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숲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하시연, 손
지원, 김재준, 2013), 이런 증가는 질적 고양의 필요성을 높인다5).

이러한 숲교육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숲교육 연구에 있어 교육학적 관점으
로 접근이 부족하다. 단순히 숲의 생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교육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는 숲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
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의 숲교육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
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는 숲교육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숲에서
의 활동을 단순히 척도 모형(예, ‘재미있었다’, ‘만족한다’의 5점식 리커르트 척도)으로 평가하
는 것은 숲교육의 의미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숲교육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숲교육을 이해한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숲교육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둘째, 숲선생님들의
숲교육의 현장을 살펴보며, 셋째는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의 모
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숲교육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탐구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접근이 숲교육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 방법은 아니며, 숲교육
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연구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숲교육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서 이론적 탐색과 숲교육 현장, 그리고 수
업나눔을 통하여 숲교육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숲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갖는다.

연구문제1. 숲교육 개념은 어떻게 탐색될 수 있는가?

같은 교육현장을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다. 다양한 개념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용어의 혼재는 어쩌면 하나의 상황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함으로 결국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방향이 서로 다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용어들 가운데

5) 양적 증가가 질적 변화를 요청한다는 생각의 바탕은 변증법을 전제로 한다. 양적인 축적이 이뤄지면
이후에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의미로써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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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마치 밀당1) 같은 상황이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의 세 번째 만남이었

다. 이제 세 분의 숲교육 모습이 모두 공유되는 날이었다. 마치 목욕탕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숲교육 모습을 모두 보게 된 것이다. 그중 두 숲선생님들이 나누는 대화는 차분했다. 같은 숲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지향을 담고 있었다. 잠깐의 멈춤. 말 없는 5초. 나는 
이 5초의 찰나가 두 숲선생님의 간격이라고 이해했다. 어쩌면 별것 아니지만, 어쩌면 전부인 
5초의 찰나에서 두 숲선생님의 대화가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두 분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마주하면서, 두 분의 숲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숲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숲교육 현장에서 같은 내용의 기획안을 가지고 서로 다른 수업이 펼쳐지는 숲교육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다. 한 모둠의 반응은 좋았으나, 다른 모둠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같은 프로그
램이며, 장소도 같고, 교구도 같고, 맥락도 거의 유사한데 참가자의 반응은 왜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일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루브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을 경험하지 못해서 보이는 증상을 자연결핍증후군
(Nature-deficit disorder)이라 부른다(Louv, 2005). 루브가 이해하는 바로 도시 생활은 곧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
타민 N(N은 nature에서 따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루브는 자연을 경험하는 것
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Louv, 
2011).

산림청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2017년 숲교육은 전국 26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2).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3)를 방문하면 서울의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 숲교육 현장이 소개되어 있다. 
관련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산림교육 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가 
있다(산림교육법 제2조 제2호). 산림교육전문가로서 숲해설가의 역할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4), 숲해설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숲교육현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
수목원, 2014a).

국내에서 숲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숲교육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약 80여 편에 달한다. 그 중 큰 갈래는 숲교육의 결과가 
참가자의 긍정적 정서를 향상하는 것에 대한 연구(권가영, 류경희, 강상, 2014; 김민화, 2014; 
박은경 등, 2011; 이명환, 김은숙, 2015; 진경금, 2014)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연
구(김윤희, 2015; 이인원, 2014; 장지순 등, 2015; 조영민 등, 2014)또한 많다. 숲에서의 활동
이 개인의 어휘력, 의사소통능력, 사회, 정서능력(권가영, 류경희, 강상, 2014), 친사회적 능력

1) 밀당의 표준어는 밀고 당기기이다. 그러나 상황묘사에서 어감을 살리고자 그대로 표현하였음을 밝힌
다.

2) http://www.forest.go.kr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휴양·문화·복지에서 산림교육자료에 제시되는 것 기준
(2017년 5월 24일 검색).

3)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parks.seoul.go.kr
4)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밝히는 숲해설가의 역할: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들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살아가는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함. 
나무나 식물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여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해설
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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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2013b) 창의성(김은숙, 2013a; 김정아, 2015), 과학적 탐구능력, 생명존중태도(이빛
나, 최미숙, 2015)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숲교육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시키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된다. 가장 
많은 것으로는 친환경적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것(강병재, 김병수, 2015; 강영식, 2009; 김은
숙, 2016; 마지순, 2008; 주성현, 2001; 최정애, 서현아, 2010)과 생명존중의식이 향상되는 것
(강영식, 2009; 이빛나, 최미숙, 2015; 장철순, 구창덕, 황연주, 2016; 최수정, 고윤순, 2014), 
행복감이 높아지고(김규수, 강영식, 2016; 신지연, 김정현, 정이정, 2012; 안현옥, 조명자, 
2015; 최수경, 석주영, 박인전, 2013),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 향상되며(김규
수, 강영식, 2016; 최수경, 석주영, 박인전 2013), 자아상에 긍정적인 영향(장지순 등, 2015)
을 미치는 등의 연구가 있다.

이렇게 숲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더 많은 사람을 숲교육 현장으로 초
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숲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하시연, 손
지원, 김재준, 2013), 이런 증가는 질적 고양의 필요성을 높인다5).

이러한 숲교육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숲교육 연구에 있어 교육학적 관점으
로 접근이 부족하다. 단순히 숲의 생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교육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는 숲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
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의 숲교육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
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는 숲교육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숲에서
의 활동을 단순히 척도 모형(예, ‘재미있었다’, ‘만족한다’의 5점식 리커르트 척도)으로 평가하
는 것은 숲교육의 의미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숲교육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숲교육을 이해한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숲교육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둘째, 숲선생님들의 
숲교육의 현장을 살펴보며, 셋째는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의 모
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숲교육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탐구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접근이 숲교육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 방법은 아니며, 숲교육
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연구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숲교육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서 이론적 탐색과 숲교육 현장, 그리고 수
업나눔을 통하여 숲교육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숲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갖는다.

연구문제1. 숲교육 개념은 어떻게 탐색될 수 있는가?

같은 교육현장을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다. 다양한 개념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용어의 혼재는 어쩌면 하나의 상황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함으로 결국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방향이 서로 다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용어들 가운데 

5) 양적 증가가 질적 변화를 요청한다는 생각의 바탕은 변증법을 전제로 한다. 양적인 축적이 이뤄지면 
이후에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의미로써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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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용어의 혼란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용어의 혼재를 줄이면 교육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갖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숲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어의 혼재를 줄여가고자 하는 노력
으로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가장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고, 교육의 하위개념에 환경교육을 놓았으
며, 다시 그 하위개념으로서 숲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숲교육의 개념탐색을 위
해 일본 키노쿠니와 돌일 발도르프의 교육 사례를 살펴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국내 숲교육
의 현황을 고찰하고 숲교육의 쟁점을 살피며 숲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서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연구문제2.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 현장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숲교육이 이뤄지는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숲교육 연구에서 
숲교육의 현장을 담아내고자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다. 숲교육 현장을 연구로써 담아내는 것
은 숲교육이 다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 현장에 참가하
여 수업영상을 녹화하며 참여 관찰하였고, 수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 숲교육의 현장에 대
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문제3. 숲선생님들의 수업나눔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연구참여자인 세 명의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영상을 공유하며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이야

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수업나눔을 통해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수업나눔은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수업나눔
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업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활동을 
수업나눔으로 이해하고자 한다6).

숲교육 수업나눔을 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한 부분으로 숲교육이 갖는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
는 의미가 있다. 환경교육이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공존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될 때, 숲과 인
간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기본적인 관계로 전제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숲교육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환경교육이 갖는 ‘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실
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숲교육의 개념과 숲교육의 현장, 그리고 수업나
눔을 통해 숲교육 다운 숲교육을 모색하는 흐름은 환경교육다운 환경교육으로의 방향 탐구에
서도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환경교육의 한 분야로서 숲교육을 
이해하고자 한다. 숲교육의 연구에서는 개념과 현장을 담아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던 시도
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6) 수업나눔은 마치 재능나눔처럼 수업을 무료로 공개하여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해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수업나눔은 수업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개념을 제한
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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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연구자 이야기를 시작으로,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질적 사례

와 함께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를 기술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자료수집의 과정과 자료 분석, 해석을 통해 연구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연구자 이야기
나는 숲교육 현장에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숲선생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해 왔다. 이런 경험은 나
에게 크게 두 가지 의문을 갖게 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2004년 어느 날 서울 창신동7)에 있던 에너
지대안센터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누군가에게 “네가 하는 것이 환경교육이
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그 상황이 아주 낯설게 여겨졌는데 마치 사진 한 장처럼 
나의 모습을 표현한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만났고, 나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
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숲체험교육, 숲체험활동, 자연체험교육, 자연체험활동, 자연친화활동, 자연친화교육, 숲해설, 
숲탐방, 생태교육, 산림교육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마주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동되었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어의 혼재
를 경험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숲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용
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고찰을 통해 숲교육 개념의 한계
가 드러날 수도 있다. 또한 숲교육의 개념으로 숲에서의 모든 활동을 묶어내고자 함은 아니
다. 각각의 용어가 가진 차이는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숲교육의 개념을 고찰해 보는 것은 용어의 혼재를 줄여가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둘째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나는 아이들과 숲에서 만나서 함께 하
는 활동이 좋았다. 아이들의 웃음, 들숨과 날숨(교육현장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자연과 만남은 나에게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내가 숲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동료를 초대하여 나의 수업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
였으나, 너무 짧게 나의 수업을 스케치한 표현으로는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숲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되었다.

숲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나만이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숲선생님들은 자신이 어떻게 숲교육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으나, 
볼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제한되어 있었다.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
습을 여러 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의미로 교사들에게는 교생실습의 기회가, 숲선
생님들에게는 참관의 기회가 있다. 다른 사람의 교육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자신이 자신의 

7) 이하 논문에서 거론되는 인칭, 명칭은 모두 가명이다. 단 하나의 예외로 (사)생명의숲은 단체의 동의
를 통해 시민단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생명의숲은 전국에 13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미림 생명의숲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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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용어의 혼란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용어의 혼재를 줄이면 교육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갖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숲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어의 혼재를 줄여가고자 하는 노력
으로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가장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고, 교육의 하위개념에 환경교육을 놓았으
며, 다시 그 하위개념으로서 숲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숲교육의 개념탐색을 위
해 일본 키노쿠니와 돌일 발도르프의 교육 사례를 살펴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국내 숲교육
의 현황을 고찰하고 숲교육의 쟁점을 살피며 숲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서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연구문제2.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 현장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숲교육이 이뤄지는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숲교육 연구에서 
숲교육의 현장을 담아내고자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적다. 숲교육 현장을 연구로써 담아내는 것
은 숲교육이 다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 현장에 참가하
여 수업영상을 녹화하며 참여 관찰하였고, 수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 숲교육의 현장에 대
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문제3. 숲선생님들의 수업나눔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연구참여자인 세 명의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영상을 공유하며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이야

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수업나눔을 통해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수업나눔은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수업나눔
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업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활동을 
수업나눔으로 이해하고자 한다6).

숲교육 수업나눔을 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한 부분으로 숲교육이 갖는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
는 의미가 있다. 환경교육이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공존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될 때, 숲과 인
간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기본적인 관계로 전제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숲교육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환경교육이 갖는 ‘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실
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숲교육의 개념과 숲교육의 현장, 그리고 수업나
눔을 통해 숲교육 다운 숲교육을 모색하는 흐름은 환경교육다운 환경교육으로의 방향 탐구에
서도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환경교육의 한 분야로서 숲교육을 
이해하고자 한다. 숲교육의 연구에서는 개념과 현장을 담아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던 시도
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6) 수업나눔은 마치 재능나눔처럼 수업을 무료로 공개하여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해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수업나눔은 수업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개념을 제한
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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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연구자 이야기를 시작으로,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질적 사례

와 함께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를 기술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자료수집의 과정과 자료 분석, 해석을 통해 연구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연구자 이야기
나는 숲교육 현장에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숲선생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해 왔다. 이런 경험은 나
에게 크게 두 가지 의문을 갖게 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2004년 어느 날 서울 창신동7)에 있던 에너
지대안센터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누군가에게 “네가 하는 것이 환경교육이
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그 상황이 아주 낯설게 여겨졌는데 마치 사진 한 장처럼 
나의 모습을 표현한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만났고, 나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
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숲체험교육, 숲체험활동, 자연체험교육, 자연체험활동, 자연친화활동, 자연친화교육, 숲해설, 
숲탐방, 생태교육, 산림교육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마주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동되었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어의 혼재
를 경험하고 있다고 짐작한다.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숲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용
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고찰을 통해 숲교육 개념의 한계
가 드러날 수도 있다. 또한 숲교육의 개념으로 숲에서의 모든 활동을 묶어내고자 함은 아니
다. 각각의 용어가 가진 차이는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숲교육의 개념을 고찰해 보는 것은 용어의 혼재를 줄여가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둘째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나는 아이들과 숲에서 만나서 함께 하
는 활동이 좋았다. 아이들의 웃음, 들숨과 날숨(교육현장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자연과 만남은 나에게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내가 숲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동료를 초대하여 나의 수업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
였으나, 너무 짧게 나의 수업을 스케치한 표현으로는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숲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되었다.

숲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나만이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숲선생님들은 자신이 어떻게 숲교육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으나, 
볼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제한되어 있었다.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
습을 여러 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의미로 교사들에게는 교생실습의 기회가, 숲선
생님들에게는 참관의 기회가 있다. 다른 사람의 교육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자신이 자신의 

7) 이하 논문에서 거론되는 인칭, 명칭은 모두 가명이다. 단 하나의 예외로 (사)생명의숲은 단체의 동의
를 통해 시민단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생명의숲은 전국에 13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미림 생명의숲을 의미한다.



- 5 -

숲교육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연구는 두 갈래의 흐름을 갖고 있다. 연구자의 상심을 바탕으로 숲선생님들이 하

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두 갈래 
흐름이다. 

연구하는 것을 나는 ‘찾고 다시 찾는 일(re-search)’로 이해하였다. 찾고 다시 찾는다는 것
은 개념에서는 엄밀함을, 현장에서는 치밀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내가 가진 연구 문제로서 
숲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찾고 다시 찾는 작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숲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찾고 다시 찾은 연구결과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질적 사례연구
질적 연구는 문적연구에 대한 대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조용환, 2012a 2012c). 이 연구

는 문과 질의 경계를 오가며 이전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질적연구의 방법론을 취한다. 문(文)
과 질(質)을 이해하는 시작으로 ‘문질빈빈(文質彬彬)’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자가 논어에서 “質
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라고 말한 구절을 살펴보자. 이 구절에서 문을 형
식에 대응하고, 질을 내용에 대응하여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이 형식보다 두드러지면 거칠고, 
형식이 내용보다 두드러지면 갇히게 된다. 문질빈빈하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로 이해할 수 있
다. 곧 내용과 형식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둘 사이를 부단히 오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文)은 구성된 글자로, 이미 정해진 것을 의미한다. 문(文)이라고 함은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구성된 것의 하나를 글자
로 전제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환경이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나의 출생은 나의 부
모가 있기 때문이고, 나의 부모는 이미 사는 곳과, 가족이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
이다. 그렇게 문(文)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용환은 문(文)을 이해할 때 3가지 의미로 설명한다(조용환, 1999, 2017).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문(文)은 그동안 우리가 길들여진 것
(domestication of the nature)이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ways of –ing)이며, 의미/중요성
(signification/significance)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質)은 바탕을 의미한다. 바탕은 문으로 구성되기 전의 모습이다. 구성되는 것의 바탕으로
서 질이 존재한다. 내가 이 가족 가운데 태어나서 나의 문(文)적 구성은 이미 어느 부분 정해
졌으나, 나의 삶, 시간,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오롯이 나의 몫이며, 삶에
서 이 부분은 생명에게 허락된 자유의지처럼 구성되기 전의 바탕이 있는 것이다. 질은 그렇게 
구성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고, 이 바탕으로 인해 구성된 문이 있을 수 있다. 

문질빈빈이라는 것은 구성된 것과 구성되기 전의 바탕을 부단히 오가며 그 차이를 줄여보려
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숫자 5가 있다. 이것은 머리카락 다섯 개를 의미할 수 있고, 
내가 먹는 밥알 다섯 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 삶에 중요한 다섯 사람을 담는 숫자일 
수도 있다. 문질빈빈은 단순히 ‘5’라고 문(文)적으로 구성된 것을 수용하는 것과 그 ‘5’의 바탕
에 무엇이 있는지 그 두 사이를 부단히 오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숲교육에서 문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이렇다. 대부분의 숲교육은 2시간 내외로 진
행한다. 숲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중 마지막 활동은 만
들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업에서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다. 수업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전개와 절정의 흐름에서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숲선생님들이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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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방식이며, 길들여진 방식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어딘가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숲
선생님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서 구성된 것으로서 숲교육의 문(文)을 이해할 수 있
다. 

숲교육의 질(質)을 바탕의 관점으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숲에 가서 반드시 어떤 정해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숲교육일까? 나뭇잎 탁본을 하지 않는 숲교육은 숲교육이 아닌 것일
까? 아이가 숲을 느끼고, 숲에 머물다 돌아오는 것은 숲교육이 아닌 것인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文)과 질(質)을 빈빈(彬彬)한다는 것은 그것의 구성과 바탕을 수차례 오가면서 그
것이 그것다울 수 있는 개념과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질빈빈의 과정을 통해 숲교육을 고찰하는 데에는 숲교육이 보다 숲교육다운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지향이 담겨 있다. 이러한 문질빈빈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삶과 앎이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는 연구자를 통해 이뤄지고, 연구자의 삶 역시 연구와 따로 
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문질빈빈’은 연구의 관점이고, 삶과 연구를 바라보고 이해하
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헤아리면 적
어도 스무 가지가 넘으므로(조용환, 2012a)8) 연구문제가 가진 성격에 따라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국내 숲교육 관련연구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은 반면에 숲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는 연구가 
적다(권정희, 서범석, 2016). 예를 들어 수업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수업비
평의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강현석, 2007; 김남수, 2013; 엄훈, 2012; 이
혁규, 2007, 2009, 2010a, 2010b, 2011, 2013; 이혁규 등, 2012; 진용성, 박태호, 신헌재, 
2014), 숲교육의 상황에서는 수업을 살펴보고 관찰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와 함께 숲선생님
들이 자신의 수업을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보고 수업을 공유하며 성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된 것이 없다. 인(Yin, 2009)은 특이하거나 중요한 사례 혹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
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단일사례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
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크레스웰의 질적연구 방법 정리에 따르면 사례연구의 초점은 단일사례 혹은 복합적인 사례
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Creswell, 1998). 심층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의 특성으로 크레스웰은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를 이야기 했다(Creswell, 1998). 여기서 경계(boundary)
는 시공간적인 경계를 의미한다. 크레스웰은 연구의 독특성에 바탕을 둔 연구는 본질적 사례
연구,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사례연구는 도구적 사례연구, 하나 이상의 사례를 연구할 때는 
집합적 사례연구로, 사례연구를 구분했다. 

구바와 링컨은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이 패러다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Guba & Lincoln, 1994). 구바와 링컨은 주된 연구 패러다임이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
로 그리고 비판이론과 구성주의로 변해가는 것을 보였으며, 질적 연구는 이중 실증주의나 후
기 실증주의가 아닌 비판이론과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하였다. 비판이론과 구성주
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연구들에서는 대화적이고 변증법적(Dialogic and dialectical)인 연구

8)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민속방법론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 연구, 근거
이론 연구, 생애사 연구, 구술사 연구, 자전적 연구, 전기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기호학적 연구, 대
화분석 연구, 담론분석 연구, 내용분석 연구, 초점집단면담(FGI) 연구, 미학적 감식 연구, 인간행동 연
구, 영상분석 연구, 임상적 사례연구, 실행연구, 연행 연구 등이 있다(조용환,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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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연구는 두 갈래의 흐름을 갖고 있다. 연구자의 상심을 바탕으로 숲선생님들이 하

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두 갈래 
흐름이다. 

연구하는 것을 나는 ‘찾고 다시 찾는 일(re-search)’로 이해하였다. 찾고 다시 찾는다는 것
은 개념에서는 엄밀함을, 현장에서는 치밀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내가 가진 연구 문제로서 
숲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찾고 다시 찾는 작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숲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찾고 다시 찾은 연구결과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질적 사례연구
질적 연구는 문적연구에 대한 대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조용환, 2012a 2012c). 이 연구

는 문과 질의 경계를 오가며 이전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질적연구의 방법론을 취한다. 문(文)
과 질(質)을 이해하는 시작으로 ‘문질빈빈(文質彬彬)’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자가 논어에서 “質
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라고 말한 구절을 살펴보자. 이 구절에서 문을 형
식에 대응하고, 질을 내용에 대응하여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이 형식보다 두드러지면 거칠고, 
형식이 내용보다 두드러지면 갇히게 된다. 문질빈빈하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로 이해할 수 있
다. 곧 내용과 형식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둘 사이를 부단히 오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文)은 구성된 글자로, 이미 정해진 것을 의미한다. 문(文)이라고 함은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구성된 것의 하나를 글자
로 전제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환경이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나의 출생은 나의 부
모가 있기 때문이고, 나의 부모는 이미 사는 곳과, 가족이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
이다. 그렇게 문(文)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용환은 문(文)을 이해할 때 3가지 의미로 설명한다(조용환, 1999, 2017).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문(文)은 그동안 우리가 길들여진 것
(domestication of the nature)이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ways of –ing)이며, 의미/중요성
(signification/significance)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質)은 바탕을 의미한다. 바탕은 문으로 구성되기 전의 모습이다. 구성되는 것의 바탕으로
서 질이 존재한다. 내가 이 가족 가운데 태어나서 나의 문(文)적 구성은 이미 어느 부분 정해
졌으나, 나의 삶, 시간,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오롯이 나의 몫이며, 삶에
서 이 부분은 생명에게 허락된 자유의지처럼 구성되기 전의 바탕이 있는 것이다. 질은 그렇게 
구성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고, 이 바탕으로 인해 구성된 문이 있을 수 있다. 

문질빈빈이라는 것은 구성된 것과 구성되기 전의 바탕을 부단히 오가며 그 차이를 줄여보려
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숫자 5가 있다. 이것은 머리카락 다섯 개를 의미할 수 있고, 
내가 먹는 밥알 다섯 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 삶에 중요한 다섯 사람을 담는 숫자일 
수도 있다. 문질빈빈은 단순히 ‘5’라고 문(文)적으로 구성된 것을 수용하는 것과 그 ‘5’의 바탕
에 무엇이 있는지 그 두 사이를 부단히 오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숲교육에서 문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이렇다. 대부분의 숲교육은 2시간 내외로 진
행한다. 숲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중 마지막 활동은 만
들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업에서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다. 수업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전개와 절정의 흐름에서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숲선생님들이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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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방식이며, 길들여진 방식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어딘가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숲
선생님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서 구성된 것으로서 숲교육의 문(文)을 이해할 수 있
다. 

숲교육의 질(質)을 바탕의 관점으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숲에 가서 반드시 어떤 정해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숲교육일까? 나뭇잎 탁본을 하지 않는 숲교육은 숲교육이 아닌 것일
까? 아이가 숲을 느끼고, 숲에 머물다 돌아오는 것은 숲교육이 아닌 것인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文)과 질(質)을 빈빈(彬彬)한다는 것은 그것의 구성과 바탕을 수차례 오가면서 그
것이 그것다울 수 있는 개념과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질빈빈의 과정을 통해 숲교육을 고찰하는 데에는 숲교육이 보다 숲교육다운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지향이 담겨 있다. 이러한 문질빈빈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삶과 앎이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는 연구자를 통해 이뤄지고, 연구자의 삶 역시 연구와 따로 
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문질빈빈’은 연구의 관점이고, 삶과 연구를 바라보고 이해하
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헤아리면 적
어도 스무 가지가 넘으므로(조용환, 2012a)8) 연구문제가 가진 성격에 따라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국내 숲교육 관련연구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은 반면에 숲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는 연구가 
적다(권정희, 서범석, 2016). 예를 들어 수업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수업비
평의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강현석, 2007; 김남수, 2013; 엄훈, 2012; 이
혁규, 2007, 2009, 2010a, 2010b, 2011, 2013; 이혁규 등, 2012; 진용성, 박태호, 신헌재, 
2014), 숲교육의 상황에서는 수업을 살펴보고 관찰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와 함께 숲선생님
들이 자신의 수업을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보고 수업을 공유하며 성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된 것이 없다. 인(Yin, 2009)은 특이하거나 중요한 사례 혹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
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단일사례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
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크레스웰의 질적연구 방법 정리에 따르면 사례연구의 초점은 단일사례 혹은 복합적인 사례
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Creswell, 1998). 심층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의 특성으로 크레스웰은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를 이야기 했다(Creswell, 1998). 여기서 경계(boundary)
는 시공간적인 경계를 의미한다. 크레스웰은 연구의 독특성에 바탕을 둔 연구는 본질적 사례
연구,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사례연구는 도구적 사례연구, 하나 이상의 사례를 연구할 때는 
집합적 사례연구로, 사례연구를 구분했다. 

구바와 링컨은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이 패러다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Guba & Lincoln, 1994). 구바와 링컨은 주된 연구 패러다임이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
로 그리고 비판이론과 구성주의로 변해가는 것을 보였으며, 질적 연구는 이중 실증주의나 후
기 실증주의가 아닌 비판이론과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하였다. 비판이론과 구성주
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연구들에서는 대화적이고 변증법적(Dialogic and dialectical)인 연구

8)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민속방법론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 연구, 근거
이론 연구, 생애사 연구, 구술사 연구, 자전적 연구, 전기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기호학적 연구, 대
화분석 연구, 담론분석 연구, 내용분석 연구, 초점집단면담(FGI) 연구, 미학적 감식 연구, 인간행동 연
구, 영상분석 연구, 임상적 사례연구, 실행연구, 연행 연구 등이 있다(조용환,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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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조용환은 질적 연구에서 사례연구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와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

연구’로 구분하였다(조용환, 2011; 전현욱, 2014에서 재인용9)).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집단/사회 등 연구가 다루는 대상이 너무 방대하여 그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줌으로 다른 집단/사회와의 비교와 대조 속에서 수행되는 연구이다. 일반화에 무심한 사
례연구의 경우, 특수하고 유일하며 희귀한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을 뜻한다. 
그리고 사례연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인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세계와 상호의존
적이라는 것과 둘째, 사례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른 사례와의 비교 검토 속에서 “메타적 
이해와 해석”을 동반한 사례는 “그 자체의 사례성을 유지하고 존중 받게 된다”고 했다(조용
환, 2011; 전현욱, 2014에서 재인용). 

이 연구는 이중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연구에 속한다. 그럼에도 인간이 존재자체로 이미 세
계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숲교육의 한 측면을 깊이 있게 바라봄으로 숲교육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기를 시도 할 것이다.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교실 밖 수
업에 대하여 돌아보고 성찰하는 종류의 다른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사례를 다루고 있어(권낙원, 2007a, 2007b, 이혁규, 2007, 이선경, 2007, Dufour, 
2004, Dufour & Eaker, 1998, Lewis, 2000, Lewis & Hurd, 2011, Sato, 2000, 2003), 교
실 밖 숲교육을 비교하여 이해할 만한 연구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실
수업이지만 숲교육의 맥락과 닿아있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배움의 공동체의 이론
(Sato, 2000, 2003)을 택하게 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메타적 이해와 해석을 동반하여 이 사례 
자체의 사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이야기한 질적 사례연구의 특성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질적연구 방법을 요
약하면 첫째, 문질빈빈을 통해 숲교육다운 숲교육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숲교
육 수업나눔 사례연구를 통해 숲교육을 깊이 이해해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례와의 비교나 메타적 이해를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를 
시도한다. 셋째, 숲교육이  패러다임과 맥락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해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과정에 비추어 연구주제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글쓰기와 해석
학적 순환을 통해서 연구주제가 바뀌는 것은 현장의 의미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연
구의 노력이기도 하다. 문질빈빈의 과정에서 이 연구도 세 차례의 주제변화가 있었다. 처음에
는 숲선생님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였다가, 두 번째는 숲선생님들의 전문학습공
동체에 대한 연구로 변하였고, 이후 수업연구로 다시 방향을 돌렸다가 마지막으로 수업나눔의 
연구로 모습을 갖게 되었다. 

3) 연구참여자: 세 명의 숲선생님
연구참여자는 (사)생명의숲 국민운동10)의 시민활동중의 하나로 ‘행복숲’ 회원인 세 명의 숲

선생님들이다. 행복숲은 숲교육을 하는 숲선생님들의 자원활동모임이다(출처. 행복숲 홈페이
지11)). (사)생명의숲 국민운동은 숲을 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숲가꾸기 운동, 학교숲12) 운동, 

9) 재인용의 출처. 
   조용환. 2011. 기오재공동학습자료 jyh110308.
   조용환. 2011. 기오재공동학습자료 jyh111101. 
10) (사)생명의숲 국민운동 홈페이지: www.forest.or.kr (이하 생명의숲이라 칭함)
11) 행복숲의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up/JV4U/9 공지 글 참고 (****은 가명처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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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 숲탐방, 마을숲 복원운동, 도시숲운동 등을 하며 숲을 시민들과 가꾸고 만들어가는 운
동을 진행하는 1998년 설립된 시민단체이다(출처. 생명의숲 홈페이지). 

1998년에 이 단체가 성립되게 된 배경에 1997년의 금융위기(IMF)가 있었다. IMF 구제 금
융과 그에 수반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림청은 나무를 심어 숲을 
확대하고, 숲가꾸기 정책의 하나로 퇴직자들을 자연환경안내자로 양성하기 시작했다(김평길, 
1998; 이향순, 1998a, 1998b; 전영우, 1999). 이 시대는 또한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합하기도 했다(김경화, 1998; 김상윤, 1998; 김인호, 1998; 신원섭, 
1998; 주진순, 1998). 전국에서 이뤄지는 숲가꾸기 활동을 (사)생명의숲 국민운동이 주도적으
로 이끌게 되면서 숲교육이 함께 태동하였다(우보명, 2003; 전영우, 1999).

(사)생명의숲 안에는 여러 개의 시민모임이 속해있다(출처. 생명의숲 홈페이지). 사회복지아
이들에게 숲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시나브로’ 모임도 있고 ‘수로산의 숲가꿈이 선
생님들이 모임’도 연계되어 있다. 생명의숲이 시민단체로서 해 온 역할 중의 하나는 어떤 지
역에 들어가서 지역이 숲교육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서울 여러 곳에서 숲교육기관을 양성하고 관계를 가진 상황이다. 

행복숲모임은 숲교육이 시작된 이래, 2000년대 초반에 구성되어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생명의숲 숲해설가 자원봉사자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다(출처. 행복숲 홈페이지). 
행복숲모임은 시민단체인 생명의숲의 회원이며, 숲교육 활동을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공부하고 또한 자원봉사 
하는 모임의 성격을 갖는다.

연구자는 2014년 ‘숲교육 수업보기’라는 워크숍을 행복숲에서 진행한 이후, 몇 분의 숲선생
님들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서 기꺼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숲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다. 처음 다섯명의 숲선생님에게 구두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받았으나, 조한나와 박현수 숲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세 분의 선생님은 함께 하기 어렵
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구 참여가 어렵다고 표명한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을 직접 보는 일
이 힘들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런 연구가 연구에 참여하는 숲선생님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이때 박현수 숲선생님과 함께 학교숲에서 숲교육을 진
행하는 이은영 숲선생님께 요청을 드리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 연구에 참여한 숲선생님이 전체 집단에 대한 전형성이나 대표성을 갖
지는 않는다. 대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지를 보였고, 자신의 수업을 공유하며 자신을 이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13). 

이 연구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세 명의 숲선생님과 진행했던 질적 사례연구이
다. 자신의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숲선생님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려는 의지, 드러내고 성장하
겠다는 의지를 가진 숲선생님들이 있어서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연구 참여
자의 인적사항과 숲교육 관련 이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한 표시임을 밝힘)
12) 학교숲은 합성명사로 학교와 숲의 합자이다. 본래 두 명사는 띄어쓰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연구

에서는 학교숲이라고 붙여 쓰고자 한다. 이것은 학교의 전체 공간 중 일부에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초본, 목본 등의 식물을 심어 학생들에게 숲교육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서 진행된 시민운동
의 고유한 맥락을 담아내기 위함임을 밝힌다.

13)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IRB No.1407/001-037

http://cafe.daum.net/****sup/JV4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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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조용환은 질적 연구에서 사례연구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와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

연구’로 구분하였다(조용환, 2011; 전현욱, 2014에서 재인용9)).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집단/사회 등 연구가 다루는 대상이 너무 방대하여 그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줌으로 다른 집단/사회와의 비교와 대조 속에서 수행되는 연구이다. 일반화에 무심한 사
례연구의 경우, 특수하고 유일하며 희귀한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을 뜻한다. 
그리고 사례연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인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세계와 상호의존
적이라는 것과 둘째, 사례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른 사례와의 비교 검토 속에서 “메타적 
이해와 해석”을 동반한 사례는 “그 자체의 사례성을 유지하고 존중 받게 된다”고 했다(조용
환, 2011; 전현욱, 2014에서 재인용). 

이 연구는 이중 일반화에 무심한 사례연구에 속한다. 그럼에도 인간이 존재자체로 이미 세
계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숲교육의 한 측면을 깊이 있게 바라봄으로 숲교육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기를 시도 할 것이다.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교실 밖 수
업에 대하여 돌아보고 성찰하는 종류의 다른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사례를 다루고 있어(권낙원, 2007a, 2007b, 이혁규, 2007, 이선경, 2007, Dufour, 
2004, Dufour & Eaker, 1998, Lewis, 2000, Lewis & Hurd, 2011, Sato, 2000, 2003), 교
실 밖 숲교육을 비교하여 이해할 만한 연구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실
수업이지만 숲교육의 맥락과 닿아있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배움의 공동체의 이론
(Sato, 2000, 2003)을 택하게 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메타적 이해와 해석을 동반하여 이 사례 
자체의 사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이야기한 질적 사례연구의 특성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질적연구 방법을 요
약하면 첫째, 문질빈빈을 통해 숲교육다운 숲교육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숲교
육 수업나눔 사례연구를 통해 숲교육을 깊이 이해해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례와의 비교나 메타적 이해를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를 
시도한다. 셋째, 숲교육이  패러다임과 맥락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해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과정에 비추어 연구주제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글쓰기와 해석
학적 순환을 통해서 연구주제가 바뀌는 것은 현장의 의미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연
구의 노력이기도 하다. 문질빈빈의 과정에서 이 연구도 세 차례의 주제변화가 있었다. 처음에
는 숲선생님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였다가, 두 번째는 숲선생님들의 전문학습공
동체에 대한 연구로 변하였고, 이후 수업연구로 다시 방향을 돌렸다가 마지막으로 수업나눔의 
연구로 모습을 갖게 되었다. 

3) 연구참여자: 세 명의 숲선생님
연구참여자는 (사)생명의숲 국민운동10)의 시민활동중의 하나로 ‘행복숲’ 회원인 세 명의 숲

선생님들이다. 행복숲은 숲교육을 하는 숲선생님들의 자원활동모임이다(출처. 행복숲 홈페이
지11)). (사)생명의숲 국민운동은 숲을 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숲가꾸기 운동, 학교숲12) 운동, 

9) 재인용의 출처. 
   조용환. 2011. 기오재공동학습자료 jyh110308.
   조용환. 2011. 기오재공동학습자료 jyh111101. 
10) (사)생명의숲 국민운동 홈페이지: www.forest.or.kr (이하 생명의숲이라 칭함)
11) 행복숲의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up/JV4U/9 공지 글 참고 (****은 가명처리를 위

- 8 -

숲교육, 숲탐방, 마을숲 복원운동, 도시숲운동 등을 하며 숲을 시민들과 가꾸고 만들어가는 운
동을 진행하는 1998년 설립된 시민단체이다(출처. 생명의숲 홈페이지). 

1998년에 이 단체가 성립되게 된 배경에 1997년의 금융위기(IMF)가 있었다. IMF 구제 금
융과 그에 수반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림청은 나무를 심어 숲을 
확대하고, 숲가꾸기 정책의 하나로 퇴직자들을 자연환경안내자로 양성하기 시작했다(김평길, 
1998; 이향순, 1998a, 1998b; 전영우, 1999). 이 시대는 또한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합하기도 했다(김경화, 1998; 김상윤, 1998; 김인호, 1998; 신원섭, 
1998; 주진순, 1998). 전국에서 이뤄지는 숲가꾸기 활동을 (사)생명의숲 국민운동이 주도적으
로 이끌게 되면서 숲교육이 함께 태동하였다(우보명, 2003; 전영우, 1999).

(사)생명의숲 안에는 여러 개의 시민모임이 속해있다(출처. 생명의숲 홈페이지). 사회복지아
이들에게 숲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시나브로’ 모임도 있고 ‘수로산의 숲가꿈이 선
생님들이 모임’도 연계되어 있다. 생명의숲이 시민단체로서 해 온 역할 중의 하나는 어떤 지
역에 들어가서 지역이 숲교육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서울 여러 곳에서 숲교육기관을 양성하고 관계를 가진 상황이다. 

행복숲모임은 숲교육이 시작된 이래, 2000년대 초반에 구성되어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생명의숲 숲해설가 자원봉사자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다(출처. 행복숲 홈페이지). 
행복숲모임은 시민단체인 생명의숲의 회원이며, 숲교육 활동을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공부하고 또한 자원봉사 
하는 모임의 성격을 갖는다.

연구자는 2014년 ‘숲교육 수업보기’라는 워크숍을 행복숲에서 진행한 이후, 몇 분의 숲선생
님들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서 기꺼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숲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다. 처음 다섯명의 숲선생님에게 구두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받았으나, 조한나와 박현수 숲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세 분의 선생님은 함께 하기 어렵
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구 참여가 어렵다고 표명한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을 직접 보는 일
이 힘들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런 연구가 연구에 참여하는 숲선생님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이때 박현수 숲선생님과 함께 학교숲에서 숲교육을 진
행하는 이은영 숲선생님께 요청을 드리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 연구에 참여한 숲선생님이 전체 집단에 대한 전형성이나 대표성을 갖
지는 않는다. 대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지를 보였고, 자신의 수업을 공유하며 자신을 이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13). 

이 연구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세 명의 숲선생님과 진행했던 질적 사례연구이
다. 자신의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숲선생님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려는 의지, 드러내고 성장하
겠다는 의지를 가진 숲선생님들이 있어서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연구 참여
자의 인적사항과 숲교육 관련 이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한 표시임을 밝힘)
12) 학교숲은 합성명사로 학교와 숲의 합자이다. 본래 두 명사는 띄어쓰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연구

에서는 학교숲이라고 붙여 쓰고자 한다. 이것은 학교의 전체 공간 중 일부에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초본, 목본 등의 식물을 심어 학생들에게 숲교육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서 진행된 시민운동
의 고유한 맥락을 담아내기 위함임을 밝힌다.

13)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IRB No.1407/001-037

http://cafe.daum.net/****sup/JV4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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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숲해설가 양성과정 
인증기관(인증년도)
/ 기타 자격사항

행복
숲 

기수

숲교육 활동장소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이력 생명의숲 프로그램 이력

나이(17‘)
(성별)

/이전직
업

박현수 숲해설가협회(09’)
/ 전시해설사 6기

∙희망숲 10’, 11’, (13’협회)
∙미림숲
∙조랑습지 생태공원
∙창신공원(서울시 갈숲여행)
∙파란산 생태공원
  (소명구 자원봉사)
∙다길구 전쟁기념관 전시해설 3년

∙청소년 숲교실(14’)
∙푸른초등학교 학교숲(15’)
∙가락산 숲가꿈이(14’~16’)

68세
(남성)
/ 
피혁관련 
사업 
CEO

이은영

초록대학교 평생교육
원(08’)
/ 복지원예사
유아숲지도자

7기
∙소망구 자연생태강사
∙바다구 갈숲여행(미호천) 6년
∙광명천 4년간

∙푸른초등학교 학교숲(15’)
∙가락산 대안학교 자연놀이
  (14’)
∙가락산 숲가꿈이(14’~16’)

62세
(여성)
/ 
개인사업

조한나

미림생명의숲(09’)14)

/ 자연환경해설사
도시농업전문가
복지원예사
아로마테라피스트

5기

∙희망숲(10’~11’)
∙미림숲(10’~14’)
∙아차산(10’~15’)
∙광명산(미림시 갈숲여행(13’~14’) 
∙하늘대학교 식물원(13’~16’)

∙ 청소년 숲교실(10’-14’)
∙ 시나브로 사회복지숲교육
   (10’~16’)
∙가락산 숲가꿈이(14’~16’)

63세
(여성)
/ 영양사

<표 1> 연구참여자

* 표의 괄호( )에는 연도를 표시함. 2017년의 경우 약자로 17’로 표시.

4) 자료수집
참여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2016년 2월까지 6개월간 이뤄졌다.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해 생명의숲에 연구 동의를 구했다. 연구자가 휴직한 상황에서 사무처의 내부 체계
가 바뀌었기에 연구 동의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구해야 했다. 2015년 생명의숲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숲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생생숲교실’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
기에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생생숲교실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숲선생님과
의 협의를 통해 참여관찰 진행에 대한 생명의숲의 동의를 받았다. 

참여관찰을 통하여 숲교육을 영상으로 담았다. 처음에 숲선생님들과 개별적 연락을 통해 숲
교육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다. 이후 학교의 경우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하여 ‘숲선생님을 모
니터링하는 것’으로 촬영의 목적을 설명하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되 아이들의 개인
적인 모습은 가능한 제외하고 촬영했다. 숲교육 현장이 학교가 아닌 경우, 학부모 대표로서 
인솔자와 통화를 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숲선생님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
을 설명하고 촬영 동의를 구하여 촬영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한 세 명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표2>와 같다.

14) 2009년 미림생명의숲에서 진행한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산림청의 인증범위 밖에 있다. 다른 지역의 
생명의숲 지부와 다르게 미림생명의숲은 내부논의를 통하여 산림청이 인증하는 숲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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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숲교육 프로그램 장소와 시간 참여인원

박현수 학교숲 프로그램
푸른 초등학교.  2015. 09. 18 
오전 9시50분-11시20분(90분)

12명(1개 모둠)

이은영 학교숲 프로그램
푸른 초등학교. 2015. 10. 23 
오전 9시50분-11시20분(90분)

12명(1개 모둠)

조한나 가을 숲 탐방
도룡풀공원. 2015. 09. 19 

오후 2시-4시(120분)
아이 20명

학부모 10명

<표 2> 숲교육 촬영 및 일시

숲선생님들의 교육 일정은 계절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띈다. 봄에는 숲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따라서 숲선생님들은 여러 곳의 숲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바쁜 시간
을 보낸다. 방학이 있는 7월과 8월은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의미에서 숲교육의 진행
이 적은 편이다. 가을은 다시 숲에 가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숲교육 문의가 늘어나고 숲선생
님의 교육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해의 수업을 평가하고, 내년의 수업을 준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숲선생님들의 흐름에 비추어 연구는 가을과 겨울에 진행되었
다. 숲교육을 촬영하는 것은 가을에 이뤄졌으며, 숲선생님들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겨
울에 숲교육 수업나눔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진행된 숲교육 수업나눔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참석은 세 분의 숲선생님과 연구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진행되었으며, 박현수 숲선생님은 숲
교육 수업나눔 2회 진행 중 파란산 자원봉사로 인해 마치기 30분 전에 먼저 수업나눔 자리를 
떠났다.

회차 내용 장소와 일시 참석인원

1회
숲교육 수업나눔

-관점나누기(도입)
-박현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2015년 12월 1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2회
숲교육 수업나눔

-이은영 선생님 수업 전체 수업나눔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3회
숲교육 수업나눔

-조한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2016년 1월 5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4회

숲교육 수업나눔
-조한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박현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마무리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표 3> 숲교육 수업나눔 진행

이렇게 진행된 연구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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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해설사
도시농업전문가
복지원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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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 표의 괄호( )에는 연도를 표시함. 2017년의 경우 약자로 17’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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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고 촬영 동의를 구하여 촬영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한 세 명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표2>와 같다.

14) 2009년 미림생명의숲에서 진행한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산림청의 인증범위 밖에 있다. 다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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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4시(120분)
아이 20명

학부모 10명

<표 2> 숲교육 촬영 및 일시

숲선생님들의 교육 일정은 계절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띈다. 봄에는 숲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따라서 숲선생님들은 여러 곳의 숲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바쁜 시간
을 보낸다. 방학이 있는 7월과 8월은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의미에서 숲교육의 진행
이 적은 편이다. 가을은 다시 숲에 가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숲교육 문의가 늘어나고 숲선생
님의 교육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해의 수업을 평가하고, 내년의 수업을 준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숲선생님들의 흐름에 비추어 연구는 가을과 겨울에 진행되었
다. 숲교육을 촬영하는 것은 가을에 이뤄졌으며, 숲선생님들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겨
울에 숲교육 수업나눔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진행된 숲교육 수업나눔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참석은 세 분의 숲선생님과 연구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진행되었으며, 박현수 숲선생님은 숲
교육 수업나눔 2회 진행 중 파란산 자원봉사로 인해 마치기 30분 전에 먼저 수업나눔 자리를 
떠났다.

회차 내용 장소와 일시 참석인원

1회
숲교육 수업나눔

-관점나누기(도입)
-박현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2015년 12월 1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2회
숲교육 수업나눔

-이은영 선생님 수업 전체 수업나눔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3회
숲교육 수업나눔

-조한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2016년 1월 5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4회

숲교육 수업나눔
-조한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박현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마무리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표 3> 숲교육 수업나눔 진행

이렇게 진행된 연구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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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과정 

5) 자료의 분석과 해석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된 연구과정에서 3편의 숲교육과 4회의 숲교육 수업

나눔을 촬영하였다. 촬영에는 삼성 캠코더(HMX-H405)를 사용하였다. 캠코더에서 자동으로 
25분~30분 단위의 영상으로 구분되며, 자동적으로 영상번호가 부여된다. 상황에 따라 촬영의 
마지막의 영상은 1분 30초 분량의 영상도 있으며, 모든 영상파일의 총 개수는 46개이고, 총 
상영은 약 21시간이다. 

구분 (날짜) HDV  (캠코더에 자동으로 기록된 영상번호) 영상 개수 영상 시간

숲교육 1 (150918) 285, 286, 287, 288, 289, 290 6개 파일 2시간

숲교육 2 (151023) 300, 301, 302, 303 4개 파일 2시간

숲교육 3 (150919) 295, 296, 297, 298, 299 5개 파일 2시간 30분

수업나눔 1 (151201) 304, 305, 306, 307, 308, 309 6개 파일 3시간

수업나눔 2 (151215)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8개 파일 3시간

수업나눔 3 (160105)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9개 파일 4시간 30분

수업나눔 4 (160112)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8개 파일 4시간

총 7회 촬영 총 46개 파일 약 21시간

<표 4> 촬영된 숲교육 영상 개수와 시간

  
46개 파일의 영상은 촬영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사를 시작했다. 영상을 처음 보면서 

기초 전사를 하고, 두 번째 보면서 영상에서 들리는 모든 언어를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했다. 
세 번째 보면서 영상의 느낌을 담아내고자 추가 서술하였고, 네 번째 영상을 보면서 혹시 다
르게 표시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며 전사를 마무리하였다. 박현수의 숲교육에서 네 번 째 전사
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아이: (선생님 손을 내리며 여자아이들에게) 말해주지 말아요.
박현수: 5번에서 잡아야 해.
아이: 선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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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여자 아이가 돌을 잡으려다가 못 잡아서 다시) 아웃~!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사이드에다가 
던져야(잡을 때 편하다고 팁을 알려주시는 상황)

아이들: 저희 3번이에요~! 진짜에요~~~ 3번 잘 던져. 5번까지 하는 거야? 
박현수: 오? 잘하는데? 
아이: 점핑~ 가까이~! 한발. 돌아. 5번이야. 야~ 땅에 한 손은 짚어도 돼. 
박현수: 아웃~! (갑자기 아이 하나가 돌을 마구 던지며 게임이 흔들렸다.)

숲교육 수업 나눔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전사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 읽는 작업을 하였
다. 처음 읽을 때는 연필로 의미 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부분에 색깔 펜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 읽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숫자를 
적으면서 데이터를 코딩하였다. 네 번째로 읽으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코딩을 
마무리하였다. 4회의 숲교육 수업나눔의 내용에서는 1,279개의 코드를 갖게 되었고 이를 분류
하고, 재분류하는 것을 통해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구분하여 숲교육 수업나눔의 내용을 정
리하였다. 수업나눔에서 사용한 분류의 예시로 ‘프로그램’을 대분류로 하였을 때 중분류에는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 ‘수업시간에 관찰’, ‘관찰일기는 모아두기’ 등이 소분류로 분리되었다
(부록 8 참고). 최종적으로 대분류로 분류된 것은 숲교육의 요소로 연구 결과에 정리하였다.

소분류 단계에서 코딩에는 살다냐(Saldaña, 2009)가 제시한 생생코딩(in vivo coding) 방
법을 적용하였다. 생생코딩이란 연구 참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것으로 인용부
호를 사용하여 코딩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현장코딩이라고도 한다. 소분류에서 생생코딩을 통
해 갖게 된 코드들을 중분류 할 때는 서술코딩(descriptive code)을 하였다. 서술코딩이란 주
요한 주제를 요약하는 코딩기법이다. 이러할 때도 현장의 관점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현장코
드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마지막 대분류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
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에서 대분류를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처음부터 틀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았다. 숲교육이 진행
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며, 현장이 말하는 것을 구조화,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현장
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구조화 한 이후에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틀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숲교육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 연구범위와 한계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질적 연구자로서의 한계가 있다. 

글레센(Glesne, 2006)이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자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곳(연구 현장)에 가 
있어야 하며, 면담의 장면에서도 자유롭게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연구 참여자와 편안한 라포
(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것과, 이론을 
다루면서 자유변경(free variation)에 능숙한 것들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그런 질적연구자의 
모습에 비추어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활동가로서 일상의 삶에 익
숙해져 문제의식이 약화하기도 했으며, 데이터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치밀하
지 못한 것과 자유변경에 능숙하지 못하여 제한적인 연구자의 관점에만 머무르는 한계가 있
다.

둘째는 글쓰기의 한계이다. 질적 연구에서 글쓰기는 필연적이고 당위적이다. 글쓰기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한 발견을 지향하며 이를 발견적 글쓰
기로 이해한다(Glesne, 2006).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구 노트를 작
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생생함을 놓치지 않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런 나의 글쓰기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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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과정 

5) 자료의 분석과 해석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된 연구과정에서 3편의 숲교육과 4회의 숲교육 수업

나눔을 촬영하였다. 촬영에는 삼성 캠코더(HMX-H405)를 사용하였다. 캠코더에서 자동으로 
25분~30분 단위의 영상으로 구분되며, 자동적으로 영상번호가 부여된다. 상황에 따라 촬영의 
마지막의 영상은 1분 30초 분량의 영상도 있으며, 모든 영상파일의 총 개수는 46개이고, 총 
상영은 약 21시간이다. 

구분 (날짜) HDV  (캠코더에 자동으로 기록된 영상번호) 영상 개수 영상 시간

숲교육 1 (150918) 285, 286, 287, 288, 289, 290 6개 파일 2시간

숲교육 2 (151023) 300, 301, 302, 303 4개 파일 2시간

숲교육 3 (150919) 295, 296, 297, 298, 299 5개 파일 2시간 30분

수업나눔 1 (151201) 304, 305, 306, 307, 308, 309 6개 파일 3시간

수업나눔 2 (151215)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8개 파일 3시간

수업나눔 3 (160105)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9개 파일 4시간 30분

수업나눔 4 (160112)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8개 파일 4시간

총 7회 촬영 총 46개 파일 약 21시간

<표 4> 촬영된 숲교육 영상 개수와 시간

  
46개 파일의 영상은 촬영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사를 시작했다. 영상을 처음 보면서 

기초 전사를 하고, 두 번째 보면서 영상에서 들리는 모든 언어를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했다. 
세 번째 보면서 영상의 느낌을 담아내고자 추가 서술하였고, 네 번째 영상을 보면서 혹시 다
르게 표시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며 전사를 마무리하였다. 박현수의 숲교육에서 네 번 째 전사
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아이: (선생님 손을 내리며 여자아이들에게) 말해주지 말아요.
박현수: 5번에서 잡아야 해.
아이: 선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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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여자 아이가 돌을 잡으려다가 못 잡아서 다시) 아웃~!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사이드에다가 
던져야(잡을 때 편하다고 팁을 알려주시는 상황)

아이들: 저희 3번이에요~! 진짜에요~~~ 3번 잘 던져. 5번까지 하는 거야? 
박현수: 오? 잘하는데? 
아이: 점핑~ 가까이~! 한발. 돌아. 5번이야. 야~ 땅에 한 손은 짚어도 돼. 
박현수: 아웃~! (갑자기 아이 하나가 돌을 마구 던지며 게임이 흔들렸다.)

숲교육 수업 나눔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전사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 읽는 작업을 하였
다. 처음 읽을 때는 연필로 의미 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부분에 색깔 펜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 읽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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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글쓰기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론에 비추어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도 발견적 글쓰기는 과제이고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이었으나, 숙련이 부족했음을 자인한다.

셋째, 이 연구는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260개의 숲
교육 단체 중(산림청 산림교육운영정보 기준)에서 한 곳인 미림생명의숲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모임 중에서도 하나의 모임인 ‘행복숲(모임)’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복숲에 있는 30명이 넘는 숲선생님들 중에서도 세 명의 숲선생님과 진행한 사례연
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는 아주 작은 하나의 사례에 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가능
하다면 다양한 다른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실 밖에서의 수업을 이해하는 
연구를 찾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례와 비교 대조하는 것이 부족하다.

넷째, 이 연구는 외부자의 시각을 참고하지 못하였다. 숲교육 상황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
서 숲선생님, 참가자, 숲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담당자, 학교 선생님, 참관자, 숲교육 연구
자, 숲교육 상황 등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이 함께 얽혀있다. 숲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숲교육이 가능하도록 돕는 또 다른 누군가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렇
게 숲교육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지 못했다. 숲교육을 기획하는 기획자의 
관점이나, 학교숲에서 이를 협력해주는 담임선생님의 관점, 무엇보다 숲교육에 참여하는 참가
자의 관점을 포함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숲교육의 다양한 관점 중에서 오직 숲선생님
과 연구자의 관점에서만 이 연구를 수행함으로 숲교육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 다면적인 관점
의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의 세 숲선생님이 가진 수업 사례는 숲교육안에서도 제한적이다. 교실 밖에
서 진행하는 체험형 숲교육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숲교육을 촬영하게 되었다. 
숲교육의 대상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숲교육의 제한적인 부분만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세 가지 타당성을 지향한다. 첫째는 공감적 타당성이다. 공감적 
타당성이란 ‘내가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조용환, 1999). 이 연구를 읽는 독자가 어느 지점에서 ‘아~하(A-ha)’를 할 수 있다면, 이 
연구는 독자의 공감적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는 대화적 타당성이다. 이 연구를 통하
여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았던 숲교육의 속내에 대하여 이 연구는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단순
한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와 함께 대화하기를 추구하고 있다. 문제를 갖
고 고민하는 연구자에게 독자가 무엇인가 화답하기를 원한다면 이 연구는 그러한 독자와의 대
화적 타당성에 기대어 있다. 셋째는 교육적 타당성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이 연구
로 인하여 연구자 스스로 교육이 이뤄지는 자기교육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가 가진 
교육적 타당성은 연구자의 자기교육과 관련된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 스스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서술함으로 이 연구가 가진 교육적 타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숲교육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대화를 희망하며 숲교육의 맥락에서 독자와 함께하고 싶
다.

이 연구는 지금의 숲교육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숲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Ⅱ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할 것이다. 교육의 개념, 환경교육의 세 가
지 철학, 숲교육의 사례를 파악하며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숲교육 현
장의 모습과 수업나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숲교육의 재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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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Ⅴ장에서는 숲교육 수업나눔의 재고찰을 살피고자 한다. Ⅵ장에서는 숲교육 대화나
눔의 연구가 갖는 함의, 적용, 제언을 고찰할 것이다. Ⅶ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통해 연구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 13 -

적 글쓰기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론에 비추어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도 발견적 글쓰기는 과제이고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이었으나, 숙련이 부족했음을 자인한다.

셋째, 이 연구는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260개의 숲
교육 단체 중(산림청 산림교육운영정보 기준)에서 한 곳인 미림생명의숲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모임 중에서도 하나의 모임인 ‘행복숲(모임)’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복숲에 있는 30명이 넘는 숲선생님들 중에서도 세 명의 숲선생님과 진행한 사례연
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는 아주 작은 하나의 사례에 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가능
하다면 다양한 다른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실 밖에서의 수업을 이해하는 
연구를 찾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례와 비교 대조하는 것이 부족하다.

넷째, 이 연구는 외부자의 시각을 참고하지 못하였다. 숲교육 상황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
서 숲선생님, 참가자, 숲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담당자, 학교 선생님, 참관자, 숲교육 연구
자, 숲교육 상황 등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이 함께 얽혀있다. 숲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숲교육이 가능하도록 돕는 또 다른 누군가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렇
게 숲교육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관점을 참고하지 못했다. 숲교육을 기획하는 기획자의 
관점이나, 학교숲에서 이를 협력해주는 담임선생님의 관점, 무엇보다 숲교육에 참여하는 참가
자의 관점을 포함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숲교육의 다양한 관점 중에서 오직 숲선생님
과 연구자의 관점에서만 이 연구를 수행함으로 숲교육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 다면적인 관점
의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의 세 숲선생님이 가진 수업 사례는 숲교육안에서도 제한적이다. 교실 밖에
서 진행하는 체험형 숲교육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숲교육을 촬영하게 되었다. 
숲교육의 대상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숲교육의 제한적인 부분만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세 가지 타당성을 지향한다. 첫째는 공감적 타당성이다. 공감적 
타당성이란 ‘내가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조용환, 1999). 이 연구를 읽는 독자가 어느 지점에서 ‘아~하(A-ha)’를 할 수 있다면, 이 
연구는 독자의 공감적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는 대화적 타당성이다. 이 연구를 통하
여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았던 숲교육의 속내에 대하여 이 연구는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단순
한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와 함께 대화하기를 추구하고 있다. 문제를 갖
고 고민하는 연구자에게 독자가 무엇인가 화답하기를 원한다면 이 연구는 그러한 독자와의 대
화적 타당성에 기대어 있다. 셋째는 교육적 타당성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이 연구
로 인하여 연구자 스스로 교육이 이뤄지는 자기교육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가 가진 
교육적 타당성은 연구자의 자기교육과 관련된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 스스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서술함으로 이 연구가 가진 교육적 타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숲교육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대화를 희망하며 숲교육의 맥락에서 독자와 함께하고 싶
다.

이 연구는 지금의 숲교육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숲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Ⅱ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할 것이다. 교육의 개념, 환경교육의 세 가
지 철학, 숲교육의 사례를 파악하며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숲교육 현
장의 모습과 수업나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숲교육의 재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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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Ⅴ장에서는 숲교육 수업나눔의 재고찰을 살피고자 한다. Ⅵ장에서는 숲교육 대화나
눔의 연구가 갖는 함의, 적용, 제언을 고찰할 것이다. Ⅶ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통해 연구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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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에서는 국내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고, ‘수업나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숲교육
개념은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 아니기에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념은 위

계를 갖고,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상정하였다. 환경교육 주제의 절반
(49%)은 숲·생태를 주제로 하기에(국가환경교육센터, 2016) 숲교육을 환경교육의 하위개념으
로 상정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은 교육의 한 분과학문으로 여겨지기에 교육을 상위개념으로 두
고 상위개념부터 축차적으로 고찰하였다15). 

1) 교육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오래되었고 다양하다(이홍우, 2009; 장상호, 1994, 1997a, 

1997b; 정범모, 1968; 조용환, 1999, 2012b; Ashworth, 2004; Nussbaum, 2010). 학자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것을 담아 왔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해방직후 먹을 것조차 없었던 시대에 교육은 ‘인
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정범모, 1968)’로 이해되었다. 그렇게 계획하고 변화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양적 
성장을 크게 경험했다. 양적 성장의 바탕에는 이와 같은 공학적 개념의 교육이 있었다. 

그 후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교육이 세속계와 구별된 하나의 세계로서 상구(上求, 
ascending education)와 하화(下化, descending education)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성장
을 이뤄가는 것으로 변화했다(장상호, 2005). 그리고 교육인 것과 교육이 아닌 것의 구별을 
통해, 더 교육다운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인식론16)적’ 관점에서 교육
은 임의의 수도계의 품위를 소재로 위로는 상구계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하화계를 추구하는 생
활(장상호, 1994)로 이해하며 이것은 인식론적 교육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서 ‘존재17)’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교육은 학
습자를 존재로 이해하고 그 존재의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조용환, 2001, 2011, 
2012a, 2012b, 2012c).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교육은 그렇게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을 담아온 

15) 환경교육을 이해하면서 교육의 하위개념으로 환경교육을 바라볼 수 있으나, 교육과 환경의 중첩된 
부분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때는 환경과 교육이 삶의 양식(modes of life)으로 같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교육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개념이 위계를 갖는 것을 전제한다. 이 연구가 갖는 위계의 가장 상위에는 
생명·생태가 있고, 그 하위 개념에 삶이 있으며, 삶의 하위 개념 중 하나가 교육이 된다. 교육은 삶의 
양식(modes of life)의 하나이다. 교육과 같은 위계의 개념에는 문화, 종교, 사회, 정치, 철학 등을 생
각할 수 있다. 

16) 인식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복합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즉 인식 과정의 토대와 추진력, 
인식의 목적과 목표, 인식 활동의 본질과 구조,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전체계 속에서의 인식활동의 
위치,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의 관계, 인식과 객관적 실재의 고 관계, 인식과 진리, 인식의 절차 및 
방법, 인식 과정과 인식 발전의 법칙성 등이 그것이다(Buhr & Kosing, 1981).

17) 물질적인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현존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더 이상의 상세
한 규정 없이 쓰인다. 존재 개념은 보다 상세한 규정 없이 쓰임으로써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덮
어버린다(Buhr & Kosing,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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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그 개념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표5).

공학적 개념
(정범모, 1968)

인식론적 교육
(장상호, 1994, 1997a, 2005)

존재론적 교육
(조용환, 1997, 1999, 2012b)

·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
· 공학은 목적이 주어진 상태에

서 출발
· 목적과 활동이 개념상 별개의 

것

· 상구(上求)와 하화(下化)의 상
호작용

· 세속계(정치, 경제, 사회)와 
수도계(교육)를 구분

· 인식할 수 있는 인간만 교육
의 대상이 됨

·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
성의 과정

· 교수보다 학습이 본질적
· 교수의 주체로서 ‘조상의 가

르침’과 같은 초자연적이거나 
무형적인 존재에 의해서도 
교수가 가능

<표 5> 우리나라 교육 개념의 변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장에 대한 고찰을 했던 슈뢰딩거(Schrödinger)
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각각의 단계에,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하루하루에 우리가 그때까지 지녀온 모양의 일부
가 변화하고 극복되고 제거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우리의 원초적 의지의 저항은 이미 
있는 모양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에 대응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우리는 조각품인 동시에 조각품을 깎
는 끌이다. 우리는 극복하는 자인 동시에 극복되는 자이다. 정말로 삶은 끊임없는 ‘자기극복’이다
(Schrödinger, 2001). 

생명에서 보여주는 성장은 결국 삶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우리가 조각품인 동시에 조각품을 깎는 끌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장의 기본을 
헤아려주는 이야기다. 생명은 자신을 내어놓고 자라는 성장을 이야기한다. 조용환은 교육이 
결국 성장을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다(조용환, 2001).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성
장할 수 있는 발판,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철학18)은 크게는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구분된다(Buhr & Kosing, 1981). 유물론의 형태로
서 경험론과 관념론의 형태를 띤 합리론의 대결은 인식론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재론(realism)은 본질상 객관적 관념론의 한 형태이며, 존재론(ontology)의 반대편에는 유물
론자들의 경험론이 놓여 있다(Buhr & Kosing, 1981).

철학에서 인식론과 존재론이 구분되지만, 교육에서 두 관점은 얽혀 있어 분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도 교육 개념을 인식론적 교육과 존재론적 교육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구분은 인식론과 존재론이 상충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론적 교육이라는 것은 
존재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에 무게중심을 도는 것을 인식론적 교육으로, 존재론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을 존재론 적 교육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인식론적 교육은 어떤 존재론을 
바탕으로 하며, 존재론적 교육도 어떤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

2) 환경교육
환경교육을 이해하는 철학의 맥락에서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18) 철학은 물질을 일차적이고 근본적이며 규정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식을 그러한 것으로 보느냐
에 따라 모든 철학적 체계와 견해는 철학의 두 가지 근본 경향, 즉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구분된
다(Buhr & Kosing,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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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문헌고찰에서는 국내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고, ‘수업나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숲교육
개념은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 아니기에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념은 위

계를 갖고,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상정하였다. 환경교육 주제의 절반
(49%)은 숲·생태를 주제로 하기에(국가환경교육센터, 2016) 숲교육을 환경교육의 하위개념으
로 상정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은 교육의 한 분과학문으로 여겨지기에 교육을 상위개념으로 두
고 상위개념부터 축차적으로 고찰하였다15). 

1) 교육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오래되었고 다양하다(이홍우, 2009; 장상호, 1994, 1997a, 

1997b; 정범모, 1968; 조용환, 1999, 2012b; Ashworth, 2004; Nussbaum, 2010). 학자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것을 담아 왔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해방직후 먹을 것조차 없었던 시대에 교육은 ‘인
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정범모, 1968)’로 이해되었다. 그렇게 계획하고 변화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양적 
성장을 크게 경험했다. 양적 성장의 바탕에는 이와 같은 공학적 개념의 교육이 있었다. 

그 후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교육이 세속계와 구별된 하나의 세계로서 상구(上求, 
ascending education)와 하화(下化, descending education)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성장
을 이뤄가는 것으로 변화했다(장상호, 2005). 그리고 교육인 것과 교육이 아닌 것의 구별을 
통해, 더 교육다운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인식론16)적’ 관점에서 교육
은 임의의 수도계의 품위를 소재로 위로는 상구계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하화계를 추구하는 생
활(장상호, 1994)로 이해하며 이것은 인식론적 교육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서 ‘존재17)’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교육은 학
습자를 존재로 이해하고 그 존재의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조용환, 2001, 2011, 
2012a, 2012b, 2012c).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교육은 그렇게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을 담아온 

15) 환경교육을 이해하면서 교육의 하위개념으로 환경교육을 바라볼 수 있으나, 교육과 환경의 중첩된 
부분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때는 환경과 교육이 삶의 양식(modes of life)으로 같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교육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개념이 위계를 갖는 것을 전제한다. 이 연구가 갖는 위계의 가장 상위에는 
생명·생태가 있고, 그 하위 개념에 삶이 있으며, 삶의 하위 개념 중 하나가 교육이 된다. 교육은 삶의 
양식(modes of life)의 하나이다. 교육과 같은 위계의 개념에는 문화, 종교, 사회, 정치, 철학 등을 생
각할 수 있다. 

16) 인식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복합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즉 인식 과정의 토대와 추진력, 
인식의 목적과 목표, 인식 활동의 본질과 구조,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전체계 속에서의 인식활동의 
위치,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의 관계, 인식과 객관적 실재의 고 관계, 인식과 진리, 인식의 절차 및 
방법, 인식 과정과 인식 발전의 법칙성 등이 그것이다(Buhr & Kosing, 1981).

17) 물질적인 것이든 관념적인 것이든 현존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더 이상의 상세
한 규정 없이 쓰인다. 존재 개념은 보다 상세한 규정 없이 쓰임으로써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덮
어버린다(Buhr & Kosing,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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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그 개념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표5).

공학적 개념
(정범모, 1968)

인식론적 교육
(장상호, 1994, 1997a, 2005)

존재론적 교육
(조용환, 1997, 1999, 2012b)

·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
· 공학은 목적이 주어진 상태에

서 출발
· 목적과 활동이 개념상 별개의 

것

· 상구(上求)와 하화(下化)의 상
호작용

· 세속계(정치, 경제, 사회)와 
수도계(교육)를 구분

· 인식할 수 있는 인간만 교육
의 대상이 됨

·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
성의 과정

· 교수보다 학습이 본질적
· 교수의 주체로서 ‘조상의 가

르침’과 같은 초자연적이거나 
무형적인 존재에 의해서도 
교수가 가능

<표 5> 우리나라 교육 개념의 변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장에 대한 고찰을 했던 슈뢰딩거(Schrödinger)
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각각의 단계에,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하루하루에 우리가 그때까지 지녀온 모양의 일부
가 변화하고 극복되고 제거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우리의 원초적 의지의 저항은 이미 
있는 모양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에 대응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우리는 조각품인 동시에 조각품을 깎
는 끌이다. 우리는 극복하는 자인 동시에 극복되는 자이다. 정말로 삶은 끊임없는 ‘자기극복’이다
(Schrödinger, 2001). 

생명에서 보여주는 성장은 결국 삶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우리가 조각품인 동시에 조각품을 깎는 끌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장의 기본을 
헤아려주는 이야기다. 생명은 자신을 내어놓고 자라는 성장을 이야기한다. 조용환은 교육이 
결국 성장을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다(조용환, 2001).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성
장할 수 있는 발판,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철학18)은 크게는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구분된다(Buhr & Kosing, 1981). 유물론의 형태로
서 경험론과 관념론의 형태를 띤 합리론의 대결은 인식론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재론(realism)은 본질상 객관적 관념론의 한 형태이며, 존재론(ontology)의 반대편에는 유물
론자들의 경험론이 놓여 있다(Buhr & Kosing, 1981).

철학에서 인식론과 존재론이 구분되지만, 교육에서 두 관점은 얽혀 있어 분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도 교육 개념을 인식론적 교육과 존재론적 교육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구분은 인식론과 존재론이 상충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론적 교육이라는 것은 
존재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에 무게중심을 도는 것을 인식론적 교육으로, 존재론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을 존재론 적 교육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인식론적 교육은 어떤 존재론을 
바탕으로 하며, 존재론적 교육도 어떤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

2) 환경교육
환경교육을 이해하는 철학의 맥락에서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18) 철학은 물질을 일차적이고 근본적이며 규정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식을 그러한 것으로 보느냐
에 따라 모든 철학적 체계와 견해는 철학의 두 가지 근본 경향, 즉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구분된
다(Buhr & Kosing,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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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리고 구성되는 지식에 대하여 세 가지 철학19)적 입장이 정리된 바 있다(Huckle, 
1993)(표 6).

허클이 세 가지 철학을 정리한 데에 시대적 배경이 있다.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은 결국 양적 축적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했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
에 양적인 축적은 생존과 부(富)를 위해 중요했다. 이 시대는 경험적 과학을 갖게 되었다. 그
리고 경험적 과학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술로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
해되었다. 나의 주관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객관(客觀)20)’이 ‘참(truth)’
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경험적 과학에서 환경교육은 환경적인 운영과 통제를 위한 교
육으로 이해되었다. 환경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친환경적 행동을 이끄는 것이 환경교육의 목표
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적 과학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해석적 과학이다. 실증주의와 객관으로 설명되
지 않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Lincoln, Lynham, & Guba, 2011). 해석적 과학은 경
험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모색하며, 지금의 현재에 대한 이해와 해석
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주관(主觀)을 바탕으로 한다. 그(현상)의 목소리를 
들어 현장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해석적 과학의 맥락에서 환경적인 인식과 해석을 
위한 교육이 의미가 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
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다.

비판과학(critical science)은 경험적 과학과 해석적 과학, 그 둘을 모두 바탕에 둔다. 비판
과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재성찰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emancipation)을 
추구한다(Adorno & Horkheimer, 1969; Tschapka, 2012; 권정희, 조승연, Tschapka, 
2014; 이종하, 2007; 전석환, 2007). 사람은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비판과학은 나는 왜 그런 이해를 하게 되었는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을 다시 돌
아보게 한다(Adorno & Horkheimer, 1969; Lincoln, Lynham, & Guba, 2011). 비판과학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하지만, 사회와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내가 
다시 사회에 서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주체로서 나를 
돌아보게 한다. 비판과학의 맥락에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된다
(Huckle, 1993).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면서 지금의 욕구를 충족해 갈 방법
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은 환경교육의 중요한 테제가 되었다.

이렇게 환경교육의 세 가지 과학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환경교육을 말하는 관점이 서로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의 철학에 따라 환경교육은 현
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경험적 과학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은 학생에게 환경을 
경험하게 함으로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학생을 이해한다. 해석적 과학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은 나의 관점과 다른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현상을 해석하는 주체로서 학생을 
이해한다. 이와 다르게 비판과학은 지속가능성을 위한교육으로, 학생이 현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주체
로서 이해한다. 허클(1993)이 제시한 세 가지 과학의 유형은 각 관점에 따라 환경교육 학습자
(참가자)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19) 철학과 과학의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과학이 근래 science의 측면으로 이해되기 전에 과학은 
art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 때 과학은 철학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교육
의 세 가지 철학적 입장에 대한 논의에 제한적으로 철학과 과학을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함을 밝힌다. 

20) 객관(客觀)은 손님 객(客)과 볼 관(觀)의 합자이다. 손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기준보
다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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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유형 인간이 관심 있는 주제 연결된 이데올로기들 환경교육

경험적 과학 기술 중심 환경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환경적인 운영과 통제
를 위한(for) 교육

해석적 과학
해석 과학은 인간의 상호
이해와 간주관적 이해에 
관심

사회변화의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보수적 / 모든 사람에게 자유
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허용적

환경적인 인식과 해석
을 위한 교육

비판적 과학

비판과학의 궁극적 목적
은 인간해방. 어떤 이데
올로기나 구성된 이해로
부터 해방되도록 돕는 것

근본적으로는 급진적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벗겨내기   시작
하면서 비판 과학은 잠재적으
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됨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
육

<표 6> 환경교육의 세 가지 과학(Huckle, 1993, p62. 참조)

3) 숲교육
숲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숲체험교육(김은숙, 2013b, 2013c; 이명환, 2011; 최

인화 등, 2014), 숲체험활동(이명환, 김은숙, 2015), 자연체험교육(엄옥진, 이명환, 2015), 자연
체험활동(김정임, 2016; 이인선, 2013; 황세영, 김종욱, 2003), 자연친화활동(류승희, 박유영, 
이승우, 2013; 박희숙, 2015; 한미라, 임재택, 2008), 자연친화교육(박승순, 2012; 한미라, 임
재택, 2008), 숲해설(송정화 등, 2012; 하시연, 2006; 황주영 등, 2015), 숲탐방(이정호, 2005; 
조권운, 2002), 생태교육(김기대, 2015; 이일주, 장인영, 2012), 생태체험활동(최일선, 하시연, 
2015), 산림교육(국립수목원, 2014b; 산림청, 2005, 2011; 이재영 등, 2008)의 용어는 현장에
서 서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다. 이러한 활용 사
례 속에서 이념형으로서 숲교육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각 용어에 대한 정의와 사용은 서로 다르다. 숲체험교육(Forest Experience Education)이
란 특정 공간인 숲의 독특한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총체(이명환, 
2011)로서 이해되며, 숲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숲체
험교육으로 이해한다. 숲체험활동(이명환, 김은숙, 2015)은 숲체험을 통해 자연에서의 감각 경
험 중심 활동과 연계된 자연놀이 활동(이명환, 김은숙, 2015)이다. 자연체험교육(엄옥진, 이명
환, 2015)은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교육적 행위와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의 직접체험을 추구하
며 야외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교육 활동이다.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소재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포괄하여 자연체험활동이라 한다(황세영, 김종욱, 2003). 자연친화활동은 자연물을 활
용하여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며 생명 존중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박희숙, 
2015)이다. 

‘자연친화교육’은 크게 생태학적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박승순, 2012). 첫째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자연친화교육’이란, 산업화, 도시화된 생활공간
에서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
을 되찾아 주는데 역점을 두고,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생태중심 내지 생명 중심의 교
육을 말한다. 둘째로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자연친화교육’이란 유아들이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
로 받아들이도록 가능한 한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교육이며, 유아들이 본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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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리고 구성되는 지식에 대하여 세 가지 철학19)적 입장이 정리된 바 있다(Huckle, 
1993)(표 6).

허클이 세 가지 철학을 정리한 데에 시대적 배경이 있다.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은 결국 양적 축적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했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
에 양적인 축적은 생존과 부(富)를 위해 중요했다. 이 시대는 경험적 과학을 갖게 되었다. 그
리고 경험적 과학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술로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
해되었다. 나의 주관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객관(客觀)20)’이 ‘참(truth)’
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경험적 과학에서 환경교육은 환경적인 운영과 통제를 위한 교
육으로 이해되었다. 환경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친환경적 행동을 이끄는 것이 환경교육의 목표
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적 과학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해석적 과학이다. 실증주의와 객관으로 설명되
지 않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Lincoln, Lynham, & Guba, 2011). 해석적 과학은 경
험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모색하며, 지금의 현재에 대한 이해와 해석
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주관(主觀)을 바탕으로 한다. 그(현상)의 목소리를 
들어 현장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해석적 과학의 맥락에서 환경적인 인식과 해석을 
위한 교육이 의미가 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
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다.

비판과학(critical science)은 경험적 과학과 해석적 과학, 그 둘을 모두 바탕에 둔다. 비판
과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재성찰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emancipation)을 
추구한다(Adorno & Horkheimer, 1969; Tschapka, 2012; 권정희, 조승연, Tschapka, 
2014; 이종하, 2007; 전석환, 2007). 사람은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비판과학은 나는 왜 그런 이해를 하게 되었는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을 다시 돌
아보게 한다(Adorno & Horkheimer, 1969; Lincoln, Lynham, & Guba, 2011). 비판과학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하지만, 사회와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내가 
다시 사회에 서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주체로서 나를 
돌아보게 한다. 비판과학의 맥락에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된다
(Huckle, 1993).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면서 지금의 욕구를 충족해 갈 방법
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은 환경교육의 중요한 테제가 되었다.

이렇게 환경교육의 세 가지 과학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환경교육을 말하는 관점이 서로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의 철학에 따라 환경교육은 현
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경험적 과학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은 학생에게 환경을 
경험하게 함으로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학생을 이해한다. 해석적 과학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은 나의 관점과 다른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현상을 해석하는 주체로서 학생을 
이해한다. 이와 다르게 비판과학은 지속가능성을 위한교육으로, 학생이 현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주체
로서 이해한다. 허클(1993)이 제시한 세 가지 과학의 유형은 각 관점에 따라 환경교육 학습자
(참가자)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19) 철학과 과학의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과학이 근래 science의 측면으로 이해되기 전에 과학은 
art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 때 과학은 철학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교육
의 세 가지 철학적 입장에 대한 논의에 제한적으로 철학과 과학을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함을 밝힌다. 

20) 객관(客觀)은 손님 객(客)과 볼 관(觀)의 합자이다. 손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기준보
다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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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유형 인간이 관심 있는 주제 연결된 이데올로기들 환경교육

경험적 과학 기술 중심 환경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환경적인 운영과 통제
를 위한(for) 교육

해석적 과학
해석 과학은 인간의 상호
이해와 간주관적 이해에 
관심

사회변화의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보수적 / 모든 사람에게 자유
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허용적

환경적인 인식과 해석
을 위한 교육

비판적 과학

비판과학의 궁극적 목적
은 인간해방. 어떤 이데
올로기나 구성된 이해로
부터 해방되도록 돕는 것

근본적으로는 급진적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벗겨내기   시작
하면서 비판 과학은 잠재적으
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됨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
육

<표 6> 환경교육의 세 가지 과학(Huckle, 1993, p62. 참조)

3) 숲교육
숲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숲체험교육(김은숙, 2013b, 2013c; 이명환, 2011; 최

인화 등, 2014), 숲체험활동(이명환, 김은숙, 2015), 자연체험교육(엄옥진, 이명환, 2015), 자연
체험활동(김정임, 2016; 이인선, 2013; 황세영, 김종욱, 2003), 자연친화활동(류승희, 박유영, 
이승우, 2013; 박희숙, 2015; 한미라, 임재택, 2008), 자연친화교육(박승순, 2012; 한미라, 임
재택, 2008), 숲해설(송정화 등, 2012; 하시연, 2006; 황주영 등, 2015), 숲탐방(이정호, 2005; 
조권운, 2002), 생태교육(김기대, 2015; 이일주, 장인영, 2012), 생태체험활동(최일선, 하시연, 
2015), 산림교육(국립수목원, 2014b; 산림청, 2005, 2011; 이재영 등, 2008)의 용어는 현장에
서 서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다. 이러한 활용 사
례 속에서 이념형으로서 숲교육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각 용어에 대한 정의와 사용은 서로 다르다. 숲체험교육(Forest Experience Education)이
란 특정 공간인 숲의 독특한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총체(이명환, 
2011)로서 이해되며, 숲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숲체
험교육으로 이해한다. 숲체험활동(이명환, 김은숙, 2015)은 숲체험을 통해 자연에서의 감각 경
험 중심 활동과 연계된 자연놀이 활동(이명환, 김은숙, 2015)이다. 자연체험교육(엄옥진, 이명
환, 2015)은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교육적 행위와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의 직접체험을 추구하
며 야외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교육 활동이다.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소재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포괄하여 자연체험활동이라 한다(황세영, 김종욱, 2003). 자연친화활동은 자연물을 활
용하여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며 생명 존중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박희숙, 
2015)이다. 

‘자연친화교육’은 크게 생태학적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박승순, 2012). 첫째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자연친화교육’이란, 산업화, 도시화된 생활공간
에서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
을 되찾아 주는데 역점을 두고,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생태중심 내지 생명 중심의 교
육을 말한다. 둘째로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자연친화교육’이란 유아들이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
로 받아들이도록 가능한 한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교육이며, 유아들이 본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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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있는 힘과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기다리며 도와주는 교육이다.
숲 해설(解說, forest interpretation)은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특히 숲에 한정되어 실시되

는 활동으로, 숲의 아름다움과 자연자원, 동식물의 생태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
다(산림청, 2008).

생태교육(ecological education)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ecology)을 대중들에게 교
육하는 생태학교육(ecology education)과 더불어 생태주의와 같은 생태학 또는 생태학 관련 
분야에서 기원한 생태적 사고와 연관된 분야를 교육하는 인문과학적 혹은 사회과학적 교육 분
야를 포괄한다(김기대, 2015). 생태체험활동(Ecological experience activities)은 생태적인 취
향과 성향을 띄는 체험이나 친환경적인 대상 관찰을 통해 내적 동기를 충족하는 체험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제적 개념이 통일 되지 않고 있다(최일선, 하시연, 
2015).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
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
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이렇게 11개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차이를 드러내기
도 한다. 각 개념에 따른 차이는 이후 세항 나. 국내 숲교육 연구의 쟁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자 한다. 

먼저 외국 숲교육 중 키노쿠니와 발도르프 사례를 살펴보고 이후 국내 숲교육의 쟁점과 특
징을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숲교육의 특이점을 모색하여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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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숲교육
해외에서 숲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숲교육의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림

청의 많은 연구들은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발견하고 국내에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였
다.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외국의 숲교육 사례를 부록2에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국외 숲교
육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숲교육 사례로 일본 키노쿠니와 독일의 
발도르프 사례를 고찰하였다.   두 가지 교육은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
며, 10년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어 정리된 문헌을 찾을 수 있어 선택하였다.

 
키노쿠니(きの國)21)는 나무의 나라라는 이름이 나타내듯 숲속에 있는 작은 학교이다. 1992

년 4월에 와카야마현 북동쪽 끝에 있는 히코다니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한 학년의 정원은 
15명이고 전교생 90명, 교사와 기숙사 보모와 사무직을 합해 20명으로 시작했다(Hori, 1994, 
1997).

호리(1994, 1997)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키노쿠니는 숲속에서 아이들이 기숙을 하면서 초
등학교 과정을 지낸다. 키노쿠니의 생활과 학습의 기본원칙은 ‘자기결정’과 ‘개성’과 ‘체험’이
다. 이 3대 원칙을 위해 학습은 주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주제를 찾아서 그 
구제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별장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복
잡한 계산을 통해 수학을 공부함으로 앎과 삶이 함께 이뤄진다.

프로젝트를 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삶과 앎을 연결한다. ‘기른다’, ‘먹는다’, ‘조사한다’는 
활동으로 아이들은 일 년 동안 활동내용과 학급친구들을 보고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아이들은 
‘토끼나 애완용 닭을 만져보고 싶다’,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싶다’, ‘냇물에 가서 마음껏 
놀고 싶다’는 등 자신의 흥미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흥미를 조율하면서 함께 할 프로젝트 주
제를 탐색한다.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탐색된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협력하며, 아이들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프로젝트
를 만들어간다.

키노쿠니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아이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교육이며, 앎과 삶이 분
리되지 않는 단계로서 ‘자기결정’, ‘개성’, ‘체험’을 존중한다. 자기 결정은 선택을 의미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바탕에
는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무타기를 좋아한다’는 등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키노쿠니가 가진 세 가지 원칙이 궁극적으로 몸-머리-가슴을 연결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몸을 통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
슴으로 느끼는 과정이 ‘자기결정’, ‘개성’, ‘체험’의 교육과정안에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발도르프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인지학(Anthroposophy)에 기반을 두고 있
다(정윤경, 2004). 발도르프는 교육철학이기도 하고, 학교의 이름이기도 하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에 발도르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몸이 대우주의 법칙을 반영하는 
소우주로서 육체, 영혼, 정신의 3원적 본질구조를 지니며 신체, 생명체, 감정체, 그리고 자아
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본질구조와 요소가 통합적으로 성
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우며 이로 인한 전인적 인간형성을 지향하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의 
시작이다(정윤경, 2004).

21) 키노쿠니학교. 일본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히코다니 51번지(日本 和歌山縣 橋本市 彥谷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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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있는 힘과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기다리며 도와주는 교육이다.
숲 해설(解說, forest interpretation)은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특히 숲에 한정되어 실시되

는 활동으로, 숲의 아름다움과 자연자원, 동식물의 생태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
다(산림청, 2008).

생태교육(ecological education)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ecology)을 대중들에게 교
육하는 생태학교육(ecology education)과 더불어 생태주의와 같은 생태학 또는 생태학 관련 
분야에서 기원한 생태적 사고와 연관된 분야를 교육하는 인문과학적 혹은 사회과학적 교육 분
야를 포괄한다(김기대, 2015). 생태체험활동(Ecological experience activities)은 생태적인 취
향과 성향을 띄는 체험이나 친환경적인 대상 관찰을 통해 내적 동기를 충족하는 체험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제적 개념이 통일 되지 않고 있다(최일선, 하시연, 
2015).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
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
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이렇게 11개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차이를 드러내기
도 한다. 각 개념에 따른 차이는 이후 세항 나. 국내 숲교육 연구의 쟁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자 한다. 

먼저 외국 숲교육 중 키노쿠니와 발도르프 사례를 살펴보고 이후 국내 숲교육의 쟁점과 특
징을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숲교육의 특이점을 모색하여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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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숲교육
해외에서 숲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숲교육의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림

청의 많은 연구들은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발견하고 국내에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였
다.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외국의 숲교육 사례를 부록2에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국외 숲교
육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숲교육 사례로 일본 키노쿠니와 독일의 
발도르프 사례를 고찰하였다.   두 가지 교육은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
며, 10년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어 정리된 문헌을 찾을 수 있어 선택하였다.

 
키노쿠니(きの國)21)는 나무의 나라라는 이름이 나타내듯 숲속에 있는 작은 학교이다. 1992

년 4월에 와카야마현 북동쪽 끝에 있는 히코다니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한 학년의 정원은 
15명이고 전교생 90명, 교사와 기숙사 보모와 사무직을 합해 20명으로 시작했다(Hori, 1994, 
1997).

호리(1994, 1997)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키노쿠니는 숲속에서 아이들이 기숙을 하면서 초
등학교 과정을 지낸다. 키노쿠니의 생활과 학습의 기본원칙은 ‘자기결정’과 ‘개성’과 ‘체험’이
다. 이 3대 원칙을 위해 학습은 주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주제를 찾아서 그 
구제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별장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복
잡한 계산을 통해 수학을 공부함으로 앎과 삶이 함께 이뤄진다.

프로젝트를 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삶과 앎을 연결한다. ‘기른다’, ‘먹는다’, ‘조사한다’는 
활동으로 아이들은 일 년 동안 활동내용과 학급친구들을 보고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아이들은 
‘토끼나 애완용 닭을 만져보고 싶다’,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싶다’, ‘냇물에 가서 마음껏 
놀고 싶다’는 등 자신의 흥미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흥미를 조율하면서 함께 할 프로젝트 주
제를 탐색한다.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탐색된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협력하며, 아이들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프로젝트
를 만들어간다.

키노쿠니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아이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교육이며, 앎과 삶이 분
리되지 않는 단계로서 ‘자기결정’, ‘개성’, ‘체험’을 존중한다. 자기 결정은 선택을 의미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바탕에
는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무타기를 좋아한다’는 등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키노쿠니가 가진 세 가지 원칙이 궁극적으로 몸-머리-가슴을 연결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몸을 통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
슴으로 느끼는 과정이 ‘자기결정’, ‘개성’, ‘체험’의 교육과정안에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발도르프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인지학(Anthroposophy)에 기반을 두고 있
다(정윤경, 2004). 발도르프는 교육철학이기도 하고, 학교의 이름이기도 하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에 발도르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몸이 대우주의 법칙을 반영하는 
소우주로서 육체, 영혼, 정신의 3원적 본질구조를 지니며 신체, 생명체, 감정체, 그리고 자아
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본질구조와 요소가 통합적으로 성
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우며 이로 인한 전인적 인간형성을 지향하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의 
시작이다(정윤경, 2004).

21) 키노쿠니학교. 일본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히코다니 51번지(日本 和歌山縣 橋本市 彥谷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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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는 인간을 감정의 동물 혹은 이성의 동물로 바라보기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슈타이너의 관점에서 인간은 육체(肉體), 영혼(靈魂), 정신(精神)의 3원적 
본질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Lindenberg, 1997). 슈타이너는 인간존재의 3요소로 몸(Kӧ
rper, Leib, body), 혼(Seele, soul), 영(정신)(Geist, spirit)을 말하였다(최숙연, 2011). 또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감각을 넘어 인간의 감각을 12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다
(Soesman, 2005). 12 감각으로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감
각,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 감각이 있으며 이는 크게 의지(몸)감각(촉각, 생명감각, 운
동감각, 균형감각), 감정(혼)감각(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인식(영)감각(청각, 언어감각, 사고
감각, 자아감각)으로 구분된다. 각 감각은 위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
다(최숙연, 2011; Soesman, 2005). 슈타이너의 12 감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2와 같다.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

의지(몸)
내부영역

감정(혼)
관계영역

사고(영)
외부영역

<그림 2> 슈타이너의 12감각과 의지(몸), 감정(혼), 사고(영)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슈타이너가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는 이 모든 면이 통합되어 성
장되는 것의 지향을 담고 있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외부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각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슈타이너가 제시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인간관, 감각관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육체(몸), 
영혼, 정신의 구분이 몸-머리-가슴의 구분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숲교육은 몸-머리-
가슴의 통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숲에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 무
엇을 경험하는데, 그러한 경험은 몸이 한 경험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알게 되지만, 궁극적으
로 그것들이 함께 가슴에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고 상정한다.

키노쿠니(Hori, 1994, 1997)와 발도르프(김정임, 2012; 김철, 2011; 목홍숙, 김진화, 최진
숙, 2011; 이명희, 2013; 정영근, 2010)의 두 가지 사례는 이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논의와 교육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키노쿠니와 발도르프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숲교육(Forest Education)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숲교육을  인간
의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도야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몸-머리-가슴의 통합을 지향하는 활
동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22 -

(2) 국내 숲교육 현황과 쟁점 
국내 숲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숲교육 개념에 대한 연구 성과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22). 

가. 국내 숲교육 학술지 연구 현황23)

권정희와 서범석(2016)은 국내 숲교육 관련한 학술지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시도하였다. 주제어는 ‘숲교육’, ‘숲체험활동’, ‘산림교육’, ‘숲해설’을 사용하고, 검색을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서비스 RISS(http://www.rkss.kr)와 한국학술정보
의 KISS(http://Kiss.kstudy.com), 누리미디어의 DBpia(http://dbpia.co.kr)를 사용하여 검
색하였다. 산림교육 관련 연구는 고영주(1989)를 시작으로,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숲교육 
연구 즉, 이들 주제어로 검색되는 연구는 총 432편이었다. 

숲교육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으로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련연구가 119편으로 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 평가 및 교육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는 
96편의 연구가 22%를 차지하였다. 이후는 현황분석이 75.5편으로 1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중 철학 및 역사는 30.5편으로 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숲교육 관련 연구 중에서 가장 많
은 관심은 프로그램에 있었으며, 이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효과와 영향을 드러내는 것을 합
하면 숲교육 연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숲교육 연구에서는 프로그
램과 효과검증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숲교육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숲유치원에 대한 교육이 128편으로 28%를 차지
하였고, 숲해설은 57편으로 13%, 학교환경교육과 학교숲에 대한 연구가 56.5편으로 13%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24). 숲유치원은 최근 들어 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학술 논문의 주요어(keyword)는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그룹으로 묶어 
보았다. 숲교육 연구의 주요 키워드 55개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개의 그룹으로 응집해 볼 수 
있었다(그림 3).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키워드는 교육, 환경교육, 대상, 프로그램, 숲의 키워드
가 숲교육 키워드 연결망(keyword network)에서 주요한 연결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그중 
교육의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숲교육이 교육으로서 갖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숲교육은 작게는 하나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숲교육이 ‘교육’으로서의 자리정립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22) 국내 숲교육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 목록은 부록1을 참고.
23) 권정희, 서범석 2016. 국내 숲교육 학술지 연구현황 이해. 환경교육 29(3), 297-320에서 발췌.
24) 이 연구에서는 연구 한 편에 1의 가중치를 두었고, 하나의 연구가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사용한 경우 

각 0.5의 가중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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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너는 인간을 감정의 동물 혹은 이성의 동물로 바라보기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슈타이너의 관점에서 인간은 육체(肉體), 영혼(靈魂), 정신(精神)의 3원적 
본질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Lindenberg, 1997). 슈타이너는 인간존재의 3요소로 몸(Kӧ
rper, Leib, body), 혼(Seele, soul), 영(정신)(Geist, spirit)을 말하였다(최숙연, 2011). 또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감각을 넘어 인간의 감각을 12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다
(Soesman, 2005). 12 감각으로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감
각,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 감각이 있으며 이는 크게 의지(몸)감각(촉각, 생명감각, 운
동감각, 균형감각), 감정(혼)감각(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인식(영)감각(청각, 언어감각, 사고
감각, 자아감각)으로 구분된다. 각 감각은 위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
다(최숙연, 2011; Soesman, 2005). 슈타이너의 12 감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2와 같다.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

의지(몸)
내부영역

감정(혼)
관계영역

사고(영)
외부영역

<그림 2> 슈타이너의 12감각과 의지(몸), 감정(혼), 사고(영)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슈타이너가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는 이 모든 면이 통합되어 성
장되는 것의 지향을 담고 있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외부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각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슈타이너가 제시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인간관, 감각관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육체(몸), 
영혼, 정신의 구분이 몸-머리-가슴의 구분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숲교육은 몸-머리-
가슴의 통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숲에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 무
엇을 경험하는데, 그러한 경험은 몸이 한 경험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알게 되지만, 궁극적으
로 그것들이 함께 가슴에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고 상정한다.

키노쿠니(Hori, 1994, 1997)와 발도르프(김정임, 2012; 김철, 2011; 목홍숙, 김진화, 최진
숙, 2011; 이명희, 2013; 정영근, 2010)의 두 가지 사례는 이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논의와 교육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키노쿠니와 발도르프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숲교육(Forest Education)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숲교육을  인간
의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도야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몸-머리-가슴의 통합을 지향하는 활
동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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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숲교육 현황과 쟁점 
국내 숲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숲교육 개념에 대한 연구 성과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22). 

가. 국내 숲교육 학술지 연구 현황23)

권정희와 서범석(2016)은 국내 숲교육 관련한 학술지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시도하였다. 주제어는 ‘숲교육’, ‘숲체험활동’, ‘산림교육’, ‘숲해설’을 사용하고, 검색을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서비스 RISS(http://www.rkss.kr)와 한국학술정보
의 KISS(http://Kiss.kstudy.com), 누리미디어의 DBpia(http://dbpia.co.kr)를 사용하여 검
색하였다. 산림교육 관련 연구는 고영주(1989)를 시작으로,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숲교육 
연구 즉, 이들 주제어로 검색되는 연구는 총 432편이었다. 

숲교육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으로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련연구가 119편으로 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 평가 및 교육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는 
96편의 연구가 22%를 차지하였다. 이후는 현황분석이 75.5편으로 1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중 철학 및 역사는 30.5편으로 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숲교육 관련 연구 중에서 가장 많
은 관심은 프로그램에 있었으며, 이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효과와 영향을 드러내는 것을 합
하면 숲교육 연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숲교육 연구에서는 프로그
램과 효과검증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숲교육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숲유치원에 대한 교육이 128편으로 28%를 차지
하였고, 숲해설은 57편으로 13%, 학교환경교육과 학교숲에 대한 연구가 56.5편으로 13%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24). 숲유치원은 최근 들어 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학술 논문의 주요어(keyword)는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그룹으로 묶어 
보았다. 숲교육 연구의 주요 키워드 55개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개의 그룹으로 응집해 볼 수 
있었다(그림 3).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키워드는 교육, 환경교육, 대상, 프로그램, 숲의 키워드
가 숲교육 키워드 연결망(keyword network)에서 주요한 연결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그중 
교육의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숲교육이 교육으로서 갖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숲교육은 작게는 하나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숲교육이 ‘교육’으로서의 자리정립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22) 국내 숲교육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 목록은 부록1을 참고.
23) 권정희, 서범석 2016. 국내 숲교육 학술지 연구현황 이해. 환경교육 29(3), 297-320에서 발췌.
24) 이 연구에서는 연구 한 편에 1의 가중치를 두었고, 하나의 연구가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사용한 경우 

각 0.5의 가중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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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숲교육 연구 응집그룹분석(권정희, 서범석, 2016, p309. 참조)

  학술지 논문에 대한 메타 연구 결과, 숲교육에 대한 네 가지 주된 논의의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숲교육이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숲교육은 유
아들에게 집중되어있는 진행되는 연구가 많다(박희숙, 2015). 그러나 숲교육은 청소년(김대희, 
2015; 오창홍 등, 2012; 장지순 등, 2015; 조영민 등, 2014; 하시연, 손지원, 김재준, 2013) 
중학생(권치원 등, 2014; 이정아, 이은희, 2014), 여고생(엄문설, 하시연, 이연희, 2015), 보호
관찰 청소년(하시연, 이연희, 엄문설, 2015), 여성(김광현, 2010; 이용주, 신창섭, 2015), 임산
부(박범진 등, 2012; 정선희, 구창덕, 주상준, 2014) 노인(유서현, 2015) 등의 다양한 대상에
게 의미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바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집중된 연구가 보다 다양한 대상의 사
람들에게도 확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는 학교환경교육과 학교 숲교육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다. 아이들의 대다수
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사회환경교육과 숲교육에 대하여 여
러 가지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숲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숲교육의 현장은 ‘교육’의 현장이다. 우리가 교육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숲교육은 상이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
면 숲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무엇이라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교육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이해해 보고자한다. 

넷째는 숲교육 평가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숲교육의 연구는 숲교육의 효과와 영향을 드
러내는 연구가 많았다. 이런 연구는 일반적으로 숲교육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 중 측정이 쉬운 
것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숲교육의 효과를 평가한다. 참가자에게 5점식 리커르트 척도로 설
문을 하여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내용에서 고르도록 하
는 평가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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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숲교육 연구의 쟁점
국내 숲교육 연구에서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숲교육 연구에서 다뤄지는 주요 논의와 쟁점

을 고찰하고자 한다.

① 숲교육과 시대별 주요 흐름25)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교육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이나 온산공단의 ‘괴질병’발생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2년 제6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고교에 「환경」과목이 생겼다(교육부, 1992).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
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으며 사회 전반에서 실직한 사람이 늘어나고  구직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숲교육은 이러한 시대 흐름속에서 1998년 즈음에는 “산림문화교육”으로 
불리며 초기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전영우, 1999; 전영우, 탁광일, 1998). 산림안내인이나 
자연환경안내자 직종의 신설은 시대에서 산림을 안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일자리 늘
기기와 환경의식 고양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책적으로 시도하였던 노력이고(김평길, 
1998; 이향순, 1998a, 1998b), 이런 상황에서 ‘산림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
다. 이후에는 환경교육이 교과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숲교육의 영역도 함께 확대되었다. 숲교
육과 시대별 주요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7).

* 표의 괄호( )에는 시행된 연도를 표시함

② 국내 숲교육 개념의 변화
국내에서 숲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산림교육, 생태교육, 환경교육 등 용어가 있고 자연

체험교육, 자연친화활동, 숲체험교육, 숲체험활동, 숲탐방, 숲해설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의 사용은 역설적으로 숲교육에 대한 개념의 재탐색이 필요함을 보

25) 권정희, 서범석 2016. 국내 숲교육 학술지 연구현황 이해. 환경교육 29(3), 297-320에서 발췌.

1980 1990 2000 2010

사회
시민단체에서 산림교
육, 환경교육의 내용을 
기획 및 진행

(97) IMF위기, 명예
퇴직자   증가

숲유치원에 대한 
관심 증가

숲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교육

(82) 4차 교육과정 총
론에 환경교육 명시
(87) 5차교육과정(EE을 
8대 중점지도 사항으로 
명시)

(92) 6차 교육과정
(97) 7차교육과정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환 경
교육

(89) 한국환경교육학회 
발족

(92) 중∙고교에 환
경과 독립
(97) 중학교 『환경』, 
고등학교 『생태와 환
경』 교과 신설

(08) 환경교육진흥
법

숲 교
육

시민단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8) 자연환경안내인 
양성시작

(05) 숲해설가 인
증제도
(07) 산림교육 프
로그램 인증제도

(12) 산림교육활성
화에 관한 법률 실
행
(14) 산림청 내 산
림교육문화과 신설

<표 7> 숲교육과 시대별 주요 흐름(권정희, 서범석, 2016, p.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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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숲교육 연구 응집그룹분석(권정희, 서범석, 2016, p309. 참조)

  학술지 논문에 대한 메타 연구 결과, 숲교육에 대한 네 가지 주된 논의의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숲교육이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숲교육은 유
아들에게 집중되어있는 진행되는 연구가 많다(박희숙, 2015). 그러나 숲교육은 청소년(김대희, 
2015; 오창홍 등, 2012; 장지순 등, 2015; 조영민 등, 2014; 하시연, 손지원, 김재준, 2013) 
중학생(권치원 등, 2014; 이정아, 이은희, 2014), 여고생(엄문설, 하시연, 이연희, 2015), 보호
관찰 청소년(하시연, 이연희, 엄문설, 2015), 여성(김광현, 2010; 이용주, 신창섭, 2015), 임산
부(박범진 등, 2012; 정선희, 구창덕, 주상준, 2014) 노인(유서현, 2015) 등의 다양한 대상에
게 의미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바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집중된 연구가 보다 다양한 대상의 사
람들에게도 확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는 학교환경교육과 학교 숲교육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다. 아이들의 대다수
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사회환경교육과 숲교육에 대하여 여
러 가지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숲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숲교육의 현장은 ‘교육’의 현장이다. 우리가 교육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숲교육은 상이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
면 숲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무엇이라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교육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이해해 보고자한다. 

넷째는 숲교육 평가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숲교육의 연구는 숲교육의 효과와 영향을 드
러내는 연구가 많았다. 이런 연구는 일반적으로 숲교육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 중 측정이 쉬운 
것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숲교육의 효과를 평가한다. 참가자에게 5점식 리커르트 척도로 설
문을 하여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내용에서 고르도록 하
는 평가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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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숲교육 연구의 쟁점
국내 숲교육 연구에서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숲교육 연구에서 다뤄지는 주요 논의와 쟁점

을 고찰하고자 한다.

① 숲교육과 시대별 주요 흐름25)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교육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이나 온산공단의 ‘괴질병’발생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2년 제6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고교에 「환경」과목이 생겼다(교육부, 1992).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
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으며 사회 전반에서 실직한 사람이 늘어나고  구직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숲교육은 이러한 시대 흐름속에서 1998년 즈음에는 “산림문화교육”으로 
불리며 초기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전영우, 1999; 전영우, 탁광일, 1998). 산림안내인이나 
자연환경안내자 직종의 신설은 시대에서 산림을 안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일자리 늘
기기와 환경의식 고양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책적으로 시도하였던 노력이고(김평길, 
1998; 이향순, 1998a, 1998b), 이런 상황에서 ‘산림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
다. 이후에는 환경교육이 교과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숲교육의 영역도 함께 확대되었다. 숲교
육과 시대별 주요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7).

* 표의 괄호( )에는 시행된 연도를 표시함

② 국내 숲교육 개념의 변화
국내에서 숲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산림교육, 생태교육, 환경교육 등 용어가 있고 자연

체험교육, 자연친화활동, 숲체험교육, 숲체험활동, 숲탐방, 숲해설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의 사용은 역설적으로 숲교육에 대한 개념의 재탐색이 필요함을 보

25) 권정희, 서범석 2016. 국내 숲교육 학술지 연구현황 이해. 환경교육 29(3), 297-320에서 발췌.

1980 1990 2000 2010

사회
시민단체에서 산림교
육, 환경교육의 내용을 
기획 및 진행

(97) IMF위기, 명예
퇴직자   증가

숲유치원에 대한 
관심 증가

숲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교육

(82) 4차 교육과정 총
론에 환경교육 명시
(87) 5차교육과정(EE을 
8대 중점지도 사항으로 
명시)

(92) 6차 교육과정
(97) 7차교육과정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환 경
교육

(89) 한국환경교육학회 
발족

(92) 중∙고교에 환
경과 독립
(97) 중학교 『환경』, 
고등학교 『생태와 환
경』 교과 신설

(08) 환경교육진흥
법

숲 교
육

시민단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8) 자연환경안내인 
양성시작

(05) 숲해설가 인
증제도
(07) 산림교육 프
로그램 인증제도

(12) 산림교육활성
화에 관한 법률 실
행
(14) 산림청 내 산
림교육문화과 신설

<표 7> 숲교육과 시대별 주요 흐름(권정희, 서범석, 2016, p.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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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숲 교육26)의 용어는 송형섭(2000)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형섭은 교육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해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교육에 대한 다른 접근
을 하지는 못하였다. 교육은 수직관계이고, 해설은 수평관계로서 이해되었다.

김상윤(1998)은 일본의 자연교육을 고찰하여 자연교육, 산림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간
의 차이를 변별하였다(표 8). 개념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다. 자연교육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지만, 산림교육은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며, 산림문화교육은 숲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네 가지 개념의 목표가 서로 다름을 드러냈다. 

자연교육 산림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

주요 목표
자연에   대한 

이해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이해
숲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환경문제의   이해

주요 소재 자연자원 산림 및   임업 숲과 인간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

주요 시점
생태적   건전성 

및 안정성
지속가능한   

산림이용 및 관리
역사, 문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한 

환경개선

가치관 자연윤리 산림윤리 산림윤리 환경윤리

<표 8> 자연교육, 산림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의 비교(김상윤, 1998, 
p.141. 참고) 

위와 같이, 산림교육은 주요 소재를 산림 및 임업으로 하면서 산림을 도구로 이해하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생태교육은 생태학을 배경으로 등장한 개념(김기대, 2015)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교육이념으
로서 이해되기도 한다(이재영, 2014).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환경에서 생태라는 개
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환경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둘러싼 나를 아우르고 나를 
지탱해주는 관계에 있다면 생태는 그 관계망(network)속에 나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망 속의 인간에 대한 인식은 생태교육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김은주, 임
홍남, 2013).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방대한 분량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환경교육의 개념이 중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진화해오면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교육에 포함되는 영역으로는 해양환경교육, 자연(체험)교육, 숲교
육, 갯벌교육 등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교육 전반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생태, 환경, 자연 등의 용어는 추상적인 ‘개념어’로 어떤 물리적인 것을 실재로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집합명사이다. 그에 반해 ‘숲’은 ‘자연’과 같은 개념어보다 구체적
이다. 숲은 나무와 풀로 쉽게 이해되기도 하는데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숨을 쉬면서 몸으로 직
접 느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숲은 야생(wild)으로서의 ‘날 것(raw)’을 직접 경

26) 송형섭(2002)은 숲 교육으로 두 단어를 띄어 쓰기 함으로 두 단어가 가진 연결의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개별적인 두 명사의 나열로 숲 교육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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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또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정
리해보면 <표 9>와 같다.

 

생태교육 자연(체험)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

주요목표 생태계의 이해
자연의 직접경험의 
기회

산림에 대한 이해 환경문제의 이해

주요소재 생태계 요소와 관계 자연자원 산림 및 임업
자연환경 및 인공
환경

바탕학문 생태학 산림자원학 환경학
가치관 생태윤리 자연윤리 산림윤리 환경윤리

하위범주
식물교육, 동물교육, 
생태계교육   등

식물, 동물, 조류   
등

산림조림과 식생 
등

숲교육, 갯벌교육, 
해양환경교육   등

특징
관계성(network)에 
중점

자연과 직접 만남
산림을 인간중심
적 관점으로 이해

나를 둘러싸고 있
는 모든 것(환경)

<표 9> 생태교육, 자연(체험)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의 비교 

하시연(2006)은 환경해설과 환경교육을 구분했다(표 10). 하시연은 환경해설과 환경교육을 
비교하며, 궁극적으로 환경교육의 목표와 환경해설의 목표가 같으며, 환경해설도 환경교육활
동으로 보았다. 

환경교육 환경해설
교육장소 교실 현장-공원, 자연지역, 박물관 등
교육상황 정형적 학습상황 비정형적 학습상황
교육내용 공식적 교육과정에 따름 비공식적 교육과정에 따름

교육내용영역 모든 학습자가 같은 내용 경험 다양한 내용의 선택적 경험
교육시간 표준화, 연속적 비표준화, 비연속적 양상
학습동기 외재적인 학습동기 내재적인 학습동기

참여의 강제력 의무적 참여 자발적 참여
학습자 특성 유사한 연령의 학습자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

전달체계 공식적이고 규범적인 언어 비공식적이기 쉽고 다양한 언어

<표 10> 환경교육과 환경해설(하시연, 2006, p.12. 참조)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의 이해는 교육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해설은 자발적인 참여이고, 
교육은 의무적 참여라고 이해하는 것은 교육을 제도적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육이 외재적인 학습동기로 이뤄지고 해설은 내재적인 학습동기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해설이 교육과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Hammitt, 1981, Mullins, 
1984, Sharpe, 1982). 혹은 해설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윤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Knapp, 1998). 해설이 곧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이다(하시연, 2006). 그러나 크납
(1998)은 궁극적으로 해설이 교육과 다른 것을 세 가지 지점에서 구분한다. 첫째는 해설과 교
육의 구조/특성이 다른 것이고 둘째는 환경해설은 행동변화를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는 것이며, 셋째는 연구결과로 해설의 결과는 참가자를 변화시키는데 오래 걸리며, 교육이 개
인적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설과 교육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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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숲 교육26)의 용어는 송형섭(2000)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형섭은 교육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해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교육에 대한 다른 접근
을 하지는 못하였다. 교육은 수직관계이고, 해설은 수평관계로서 이해되었다.

김상윤(1998)은 일본의 자연교육을 고찰하여 자연교육, 산림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간
의 차이를 변별하였다(표 8). 개념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다. 자연교육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지만, 산림교육은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며, 산림문화교육은 숲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네 가지 개념의 목표가 서로 다름을 드러냈다. 

자연교육 산림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

주요 목표
자연에   대한 

이해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이해
숲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환경문제의   이해

주요 소재 자연자원 산림 및   임업 숲과 인간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

주요 시점
생태적   건전성 

및 안정성
지속가능한   

산림이용 및 관리
역사, 문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한 

환경개선

가치관 자연윤리 산림윤리 산림윤리 환경윤리

<표 8> 자연교육, 산림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의 비교(김상윤, 1998, 
p.141. 참고) 

위와 같이, 산림교육은 주요 소재를 산림 및 임업으로 하면서 산림을 도구로 이해하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생태교육은 생태학을 배경으로 등장한 개념(김기대, 2015)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교육이념으
로서 이해되기도 한다(이재영, 2014).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환경에서 생태라는 개
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환경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둘러싼 나를 아우르고 나를 
지탱해주는 관계에 있다면 생태는 그 관계망(network)속에 나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망 속의 인간에 대한 인식은 생태교육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김은주, 임
홍남, 2013).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방대한 분량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환경교육의 개념이 중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진화해오면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교육에 포함되는 영역으로는 해양환경교육, 자연(체험)교육, 숲교
육, 갯벌교육 등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교육 전반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생태, 환경, 자연 등의 용어는 추상적인 ‘개념어’로 어떤 물리적인 것을 실재로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집합명사이다. 그에 반해 ‘숲’은 ‘자연’과 같은 개념어보다 구체적
이다. 숲은 나무와 풀로 쉽게 이해되기도 하는데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숨을 쉬면서 몸으로 직
접 느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숲은 야생(wild)으로서의 ‘날 것(raw)’을 직접 경

26) 송형섭(2002)은 숲 교육으로 두 단어를 띄어 쓰기 함으로 두 단어가 가진 연결의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개별적인 두 명사의 나열로 숲 교육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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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또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정
리해보면 <표 9>와 같다.

 

생태교육 자연(체험)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

주요목표 생태계의 이해
자연의 직접경험의 
기회

산림에 대한 이해 환경문제의 이해

주요소재 생태계 요소와 관계 자연자원 산림 및 임업
자연환경 및 인공
환경

바탕학문 생태학 산림자원학 환경학
가치관 생태윤리 자연윤리 산림윤리 환경윤리

하위범주
식물교육, 동물교육, 
생태계교육   등

식물, 동물, 조류   
등

산림조림과 식생 
등

숲교육, 갯벌교육, 
해양환경교육   등

특징
관계성(network)에 
중점

자연과 직접 만남
산림을 인간중심
적 관점으로 이해

나를 둘러싸고 있
는 모든 것(환경)

<표 9> 생태교육, 자연(체험)교육, 산림(문화)교육, 환경교육의 비교 

하시연(2006)은 환경해설과 환경교육을 구분했다(표 10). 하시연은 환경해설과 환경교육을 
비교하며, 궁극적으로 환경교육의 목표와 환경해설의 목표가 같으며, 환경해설도 환경교육활
동으로 보았다. 

환경교육 환경해설
교육장소 교실 현장-공원, 자연지역, 박물관 등
교육상황 정형적 학습상황 비정형적 학습상황
교육내용 공식적 교육과정에 따름 비공식적 교육과정에 따름

교육내용영역 모든 학습자가 같은 내용 경험 다양한 내용의 선택적 경험
교육시간 표준화, 연속적 비표준화, 비연속적 양상
학습동기 외재적인 학습동기 내재적인 학습동기

참여의 강제력 의무적 참여 자발적 참여
학습자 특성 유사한 연령의 학습자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

전달체계 공식적이고 규범적인 언어 비공식적이기 쉽고 다양한 언어

<표 10> 환경교육과 환경해설(하시연, 2006, p.12. 참조)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의 이해는 교육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해설은 자발적인 참여이고, 
교육은 의무적 참여라고 이해하는 것은 교육을 제도적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교육이 외재적인 학습동기로 이뤄지고 해설은 내재적인 학습동기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해설이 교육과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Hammitt, 1981, Mullins, 
1984, Sharpe, 1982). 혹은 해설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윤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Knapp, 1998). 해설이 곧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이다(하시연, 2006). 그러나 크납
(1998)은 궁극적으로 해설이 교육과 다른 것을 세 가지 지점에서 구분한다. 첫째는 해설과 교
육의 구조/특성이 다른 것이고 둘째는 환경해설은 행동변화를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는 것이며, 셋째는 연구결과로 해설의 결과는 참가자를 변화시키는데 오래 걸리며, 교육이 개
인적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설과 교육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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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설과 교육을 구분하며, 해설과 교육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크납의 논의
는 교육이 학습자의 행동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교육이 학습자의 행동변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크납의 논의는 재고
찰이 필요하다.

환경해설과 환경교육이 같은 의미라면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무색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설과 교육은 이미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을 구
분하여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의 영역
을 구분하는 일이고, 이로 인해 각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이게 된다(Zuefle, 
1997).

하시연의 논의는 국내에서 숲해설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여 국내 숲해설의 영역이 확
장되는 것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하시연의 연구에서 또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없이 교육과 해설을 구분하고, 해설이 교육적 활동으로 이해되는 것은 개념의 
위계와 경계에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숲해설의 의미는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특히 숲에 한정되어 실시되는 
활동으로 숲의 아름다움과 자연자원, 동식물의 생태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산림청·한국임학회, 2010). 환경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는 강
의이다(남상준, 1995, 환경부, 2007). 여기서 강의는 숲선생님이 교실에서 주로 정보를 전달하
는 교수학습방법을 의미한다면, 해설은 교실 밖에서 숲선생님이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림청의 보고서 중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선방안의 연구에서는 산림교육으로 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교육 분야를 산림문화, 산림생태, 산림자원, 목재이용, 산림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활동을 제시하
였는데, 그중 하나가 해설이 된다(산림청, 2014. p 42).

숲해설은 숲과 해설의 합자(合字)인데, 숲은 한자가 없는 한글 고유어이고, 해설(解說)은 물
건이나 사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解)는 고기(肉)를 해체 한다는 
의미를 갖고, 설(說)은 말하고, 타이르고, 교육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해설은 해체하여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설은 참가자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참가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해설은 참가자의 수동성을 전제한
다.

해설은 교육현장에서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의 하나이다. 미국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소책자에서 제시하는 환경교육의 간단한 분류에서는 환경교육의 공급
자, 수혜자, 활동,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한다(Cedar Tree Foundation, 2013). 여기서 환경교
육활동 중 하나인 Interpretive tours는 해설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19가지 활동 
중에서 한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산림청(2008)의 정의에 따르면 숲해설가는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숲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숲과 자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숲의 형태, 구성 상태, 구성원간의 관계 등 자연적인 요소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 역사적인 사항 등 문화적인 요소를 망라한 내용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해설이 가진 장점 중 하나는 해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날 여지가 큰 것이다. 예를 들어 
천남성(天南星, Arisaema amurense for. serratum)을 보고 그 약이 독약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새롭다. 꼭두서니는 줄기가 네모나고, 소나무과의 잎을 모아보면 두 개(재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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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또는 적송)나 다섯 개(잣나무)나, 세 개(리기다소나무)나 모두 동그란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해설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해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나면 호기심이 
생기고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관심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해설은 참가자가 알지 못했던 사
실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에 유용한 방법이다. 해설사가 참가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일반적
으로 살펴보면 많은 경우 해설사가 앞에 서고 아이들은 뒤에 있어 설명을 듣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잎의 도해도; 두 개(재래 소나무), 다섯 개(잣나무), 
세 개(리기다소나무) (산림청, 국립수목원, 2015. p.63 참조) 

여기에 해설 개념이 갖는 한계가 있다. 해설을 받는 사람들은 해설하는 사람 앞에서 주로 
듣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이때 능동적인 참가자는 스스로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자신의 관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설의 개념이 전제한 참가자의 수동성을 벗어나
는 것은 보통 참가자에게 어려운 일이다. 해설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숲해설이 가진 
개념적인 한계는 이렇게 ‘참가자의 무지’와 ‘참가자의 수동성’을 전제한다.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숲교육이나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해설의 영역을 벗어나고, 해설의 개념으
로는 설명할 수 없다.

㉮ 숲의 의미 
숲의 의미에 대해 고찰된 연구 9편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종류의 의미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숲이 갖는 공간에 대한 물리적 의미로서 숲(김사일, 1992; 박봉우, 1998; 신원섭, 1998; 
탁광일, 2009), 숲이 인간의 사고의 바탕이 된다는 철학적 의미로서 숲(박봉우, 1998; 곽노의, 
2012), 숲을 통해 삶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이해로 문화적 의미로서 숲(김사일, 1992; 전영우, 
탁광일, 1998; 신원섭, 1998; 탁광일, 2009; 곽노의, 2012), 그리고 교육적 의미로서의 숲(전
영우, 탁광일, 1998; 신원섭, 1998, 임부연, 이정금, 2008; 곽노의 2012; 이정금, 정경수, 임
부연, 2014; 정대현, 2015)이다. 이렇게 숲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숲’이지만 결국은 ‘나’
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의미가 구성된다. 즉, 숲의 의미는  “관계론적 존재론(이재성, 2016; 이
재영, 2012)”의 전제하에 해석될 수 있다. 숲과 나는 결국 내가 숲에 들어가면서 숲을 이해하
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며 숲과 나의 공
생, 공존의 의미를 갖게 된다.

자연체험활동에서 ‘체험’도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다. 활동이나 탐방은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
서의 배움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숲교육과 함께 사용되는  많은 용
어들의 차이에서 숲과 자연의 구분만 남게 되는데, 자연이 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철학
적인 쟁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Collingwood, 1945; Whitehead, 1920; 신승환, 2001) 숲의 
개념은 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나무와 풀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7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다음과 같이 산림교
육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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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설과 교육을 구분하며, 해설과 교육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크납의 논의
는 교육이 학습자의 행동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교육이 학습자의 행동변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크납의 논의는 재고
찰이 필요하다.

환경해설과 환경교육이 같은 의미라면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무색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설과 교육은 이미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을 구
분하여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의 영역
을 구분하는 일이고, 이로 인해 각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이게 된다(Zuefle, 
1997).

하시연의 논의는 국내에서 숲해설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여 국내 숲해설의 영역이 확
장되는 것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하시연의 연구에서 또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없이 교육과 해설을 구분하고, 해설이 교육적 활동으로 이해되는 것은 개념의 
위계와 경계에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숲해설의 의미는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특히 숲에 한정되어 실시되는 
활동으로 숲의 아름다움과 자연자원, 동식물의 생태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산림청·한국임학회, 2010). 환경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는 강
의이다(남상준, 1995, 환경부, 2007). 여기서 강의는 숲선생님이 교실에서 주로 정보를 전달하
는 교수학습방법을 의미한다면, 해설은 교실 밖에서 숲선생님이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림청의 보고서 중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선방안의 연구에서는 산림교육으로 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교육 분야를 산림문화, 산림생태, 산림자원, 목재이용, 산림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활동을 제시하
였는데, 그중 하나가 해설이 된다(산림청, 2014. p 42).

숲해설은 숲과 해설의 합자(合字)인데, 숲은 한자가 없는 한글 고유어이고, 해설(解說)은 물
건이나 사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解)는 고기(肉)를 해체 한다는 
의미를 갖고, 설(說)은 말하고, 타이르고, 교육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해설은 해체하여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설은 참가자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참가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해설은 참가자의 수동성을 전제한
다.

해설은 교육현장에서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의 하나이다. 미국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소책자에서 제시하는 환경교육의 간단한 분류에서는 환경교육의 공급
자, 수혜자, 활동,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한다(Cedar Tree Foundation, 2013). 여기서 환경교
육활동 중 하나인 Interpretive tours는 해설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19가지 활동 
중에서 한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산림청(2008)의 정의에 따르면 숲해설가는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숲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숲과 자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숲의 형태, 구성 상태, 구성원간의 관계 등 자연적인 요소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 역사적인 사항 등 문화적인 요소를 망라한 내용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해설이 가진 장점 중 하나는 해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날 여지가 큰 것이다. 예를 들어 
천남성(天南星, Arisaema amurense for. serratum)을 보고 그 약이 독약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새롭다. 꼭두서니는 줄기가 네모나고, 소나무과의 잎을 모아보면 두 개(재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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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또는 적송)나 다섯 개(잣나무)나, 세 개(리기다소나무)나 모두 동그란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해설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해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나면 호기심이 
생기고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관심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해설은 참가자가 알지 못했던 사
실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에 유용한 방법이다. 해설사가 참가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일반적
으로 살펴보면 많은 경우 해설사가 앞에 서고 아이들은 뒤에 있어 설명을 듣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잎의 도해도; 두 개(재래 소나무), 다섯 개(잣나무), 
세 개(리기다소나무) (산림청, 국립수목원, 2015. p.63 참조) 

여기에 해설 개념이 갖는 한계가 있다. 해설을 받는 사람들은 해설하는 사람 앞에서 주로 
듣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이때 능동적인 참가자는 스스로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자신의 관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설의 개념이 전제한 참가자의 수동성을 벗어나
는 것은 보통 참가자에게 어려운 일이다. 해설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숲해설이 가진 
개념적인 한계는 이렇게 ‘참가자의 무지’와 ‘참가자의 수동성’을 전제한다.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숲교육이나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해설의 영역을 벗어나고, 해설의 개념으
로는 설명할 수 없다.

㉮ 숲의 의미 
숲의 의미에 대해 고찰된 연구 9편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종류의 의미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숲이 갖는 공간에 대한 물리적 의미로서 숲(김사일, 1992; 박봉우, 1998; 신원섭, 1998; 
탁광일, 2009), 숲이 인간의 사고의 바탕이 된다는 철학적 의미로서 숲(박봉우, 1998; 곽노의, 
2012), 숲을 통해 삶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이해로 문화적 의미로서 숲(김사일, 1992; 전영우, 
탁광일, 1998; 신원섭, 1998; 탁광일, 2009; 곽노의, 2012), 그리고 교육적 의미로서의 숲(전
영우, 탁광일, 1998; 신원섭, 1998, 임부연, 이정금, 2008; 곽노의 2012; 이정금, 정경수, 임
부연, 2014; 정대현, 2015)이다. 이렇게 숲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숲’이지만 결국은 ‘나’
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의미가 구성된다. 즉, 숲의 의미는  “관계론적 존재론(이재성, 2016; 이
재영, 2012)”의 전제하에 해석될 수 있다. 숲과 나는 결국 내가 숲에 들어가면서 숲을 이해하
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며 숲과 나의 공
생, 공존의 의미를 갖게 된다.

자연체험활동에서 ‘체험’도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다. 활동이나 탐방은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
서의 배움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숲교육과 함께 사용되는  많은 용
어들의 차이에서 숲과 자연의 구분만 남게 되는데, 자연이 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철학
적인 쟁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Collingwood, 1945; Whitehead, 1920; 신승환, 2001) 숲의 
개념은 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나무와 풀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7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다음과 같이 산림교
육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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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이러한 산림교육의 정의는 산림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강조하며 산림에 대한(about)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고, 도구적 관점과 인간 중심적 태도를 드러낸다. 흥미로운 것은 
‘산림’은 기본적으로 행정, 법률 용어이다(산림청·한국임학회, 2010). 따라서 산림교육은 
학술적인 의미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숲교육이 갖는 맥락을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산림청의 연구(2015a)에 따르면 산림교육과 숲교육의 차이는, 대략 산림교육은 제도적 
총칭으로, 숲교육은 교육적 내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5> 산림교육 관련 용어 정립 및 개념 통합(산림청, 2015a) 

③ 국내 숲교육 관련 쟁점
국내 숲교육 관련하여 출간된 23년간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숲교육의 철학과 이론을 다룬 

연구는 약 30여 편이었다(권정희, 서범석, 2016). 그 중 개념과 이론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를 
시도한 세 편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남효창은 자연체험교육이 친환경적 가치관을 길러서 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남효창, 2004). 그러나 이렇게 자연체험교육을 이해하면 숲교육은 친환
경적 행동을 위한 수단으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도구화되는 우려가 있다. 남효창은 체험환경
교육이 갖는 특징을 지식(about), 윤리(가치, for), 체험(감성, in), 기능(기술, by)으로 정리하
였다.

이재영 등(2008)은 산림교육의 패러다임을 시대에 따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자원경제적 
관점, 환경생태적 관점, 문화교육적 관점, 윤리실존적 관점이다. 이재영 등은 학교에서 산림교
육의 어려움으로 숲이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것과, 교실 밖 현장 체험이 실제적으로 교사들에게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아서 산림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하
다고 하며 교사 스스로 숲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것을 산림교육의 어려움으로 들었다. 
산림교육이 그동안 도구적, 인간중심적인 측면을 가졌다면 이후에는 생명체와 공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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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인 가치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산림교육의 어려움에 대하여 최근에는 학교 안으로 숲선생님이 찾아가서 숲교육을 

진행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숲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학교 밖으
로 나가지 않는다는 물리적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숲선생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교육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게 된다. 또한 이재영 등(2008)은 내재적인 가치교육으
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
을 하지는 않았다.

하시연(2009a)은 숲해설의 쟁점으로 숲교육이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근래 해설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지만, 해설의 새
로운 차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하시연은 그동안의 숲교육이 다양한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던 것을 비판하였다. 지역의 특성이 숲교육 안에 반영된다면 숲교육의 강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하시연의 연구에서 숲해설이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는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해설의 내용이 전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
류학적 내용에 해당하기에, 만약 해설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위의 세 연구에서는 숲교육의 이론과 개념에 대해 중요한 논점들을 다루었다. 숲교육 관련 
쟁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숲교육의 내용이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내
용을 전달하는 것이 ‘숲교육다운 숲교육’인 것인가? 둘째, 숲교육의 패러다임이 시대에 따라 
자원경제적 관점, 환경생태적 관점, 문화교육적 관점, 윤리실존적 관점으로 구분되었는데, 숲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셋째, 숲교육을 통한 내재적
인 가치교육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의 변화가 가능한
가?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숲교육의 쟁점들은 교육이 가르쳐서 전달되는 것에 국한 되지 않는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교육의 다른 중층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쟁점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영 등(2008)은 새로운 숲교육의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심음
에서 가꿈으로, 숲은 나무와 풀의 합 그 이상, 생명체로서 숲, 체험으로서 숲, 통합적 가치의 
추구이다. 이재영 등(2008)이 제시한 방향은 숲교육의 새로운 탐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교육’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3) 숲교육의 특수성
숲교육의 특수성으로 in, about, for, by의 관점을 살펴보고, 숲교육의 삼각형을 살펴보려 

한다. 이후에는 놀이와 체험이 숲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가. 숲과 교육의 네 가지 관계(in about, for, by)
루카스는 환경교육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Lucas, 1972, 1980-81). 환경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the environment)은 환경적 지식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 안에서의 교육(Education in the environment)은 환경을 교실 밖의 세상으로 이
해하고 교실 밖의 세상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된다. 환경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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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이러한 산림교육의 정의는 산림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강조하며 산림에 대한(about)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고, 도구적 관점과 인간 중심적 태도를 드러낸다. 흥미로운 것은 
‘산림’은 기본적으로 행정, 법률 용어이다(산림청·한국임학회, 2010). 따라서 산림교육은 
학술적인 의미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숲교육이 갖는 맥락을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산림청의 연구(2015a)에 따르면 산림교육과 숲교육의 차이는, 대략 산림교육은 제도적 
총칭으로, 숲교육은 교육적 내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5> 산림교육 관련 용어 정립 및 개념 통합(산림청, 2015a) 

③ 국내 숲교육 관련 쟁점
국내 숲교육 관련하여 출간된 23년간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숲교육의 철학과 이론을 다룬 

연구는 약 30여 편이었다(권정희, 서범석, 2016). 그 중 개념과 이론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를 
시도한 세 편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남효창은 자연체험교육이 친환경적 가치관을 길러서 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남효창, 2004). 그러나 이렇게 자연체험교육을 이해하면 숲교육은 친환
경적 행동을 위한 수단으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도구화되는 우려가 있다. 남효창은 체험환경
교육이 갖는 특징을 지식(about), 윤리(가치, for), 체험(감성, in), 기능(기술, by)으로 정리하
였다.

이재영 등(2008)은 산림교육의 패러다임을 시대에 따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자원경제적 
관점, 환경생태적 관점, 문화교육적 관점, 윤리실존적 관점이다. 이재영 등은 학교에서 산림교
육의 어려움으로 숲이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것과, 교실 밖 현장 체험이 실제적으로 교사들에게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아서 산림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하
다고 하며 교사 스스로 숲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것을 산림교육의 어려움으로 들었다. 
산림교육이 그동안 도구적, 인간중심적인 측면을 가졌다면 이후에는 생명체와 공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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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인 가치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산림교육의 어려움에 대하여 최근에는 학교 안으로 숲선생님이 찾아가서 숲교육을 

진행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숲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학교 밖으
로 나가지 않는다는 물리적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숲선생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교육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게 된다. 또한 이재영 등(2008)은 내재적인 가치교육으
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
을 하지는 않았다.

하시연(2009a)은 숲해설의 쟁점으로 숲교육이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근래 해설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지만, 해설의 새
로운 차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하시연은 그동안의 숲교육이 다양한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던 것을 비판하였다. 지역의 특성이 숲교육 안에 반영된다면 숲교육의 강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하시연의 연구에서 숲해설이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는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해설의 내용이 전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
류학적 내용에 해당하기에, 만약 해설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위의 세 연구에서는 숲교육의 이론과 개념에 대해 중요한 논점들을 다루었다. 숲교육 관련 
쟁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숲교육의 내용이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내
용을 전달하는 것이 ‘숲교육다운 숲교육’인 것인가? 둘째, 숲교육의 패러다임이 시대에 따라 
자원경제적 관점, 환경생태적 관점, 문화교육적 관점, 윤리실존적 관점으로 구분되었는데, 숲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셋째, 숲교육을 통한 내재적
인 가치교육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의 변화가 가능한
가?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숲교육의 쟁점들은 교육이 가르쳐서 전달되는 것에 국한 되지 않는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교육의 다른 중층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쟁점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영 등(2008)은 새로운 숲교육의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심음
에서 가꿈으로, 숲은 나무와 풀의 합 그 이상, 생명체로서 숲, 체험으로서 숲, 통합적 가치의 
추구이다. 이재영 등(2008)이 제시한 방향은 숲교육의 새로운 탐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교육’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3) 숲교육의 특수성
숲교육의 특수성으로 in, about, for, by의 관점을 살펴보고, 숲교육의 삼각형을 살펴보려 

한다. 이후에는 놀이와 체험이 숲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가. 숲과 교육의 네 가지 관계(in about, for, by)
루카스는 환경교육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Lucas, 1972, 1980-81). 환경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the environment)은 환경적 지식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 안에서의 교육(Education in the environment)은 환경을 교실 밖의 세상으로 이
해하고 교실 밖의 세상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된다. 환경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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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은 환경보전(preservation)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교육
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숲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숲교육이 환경에 관한 교육이라면 숲에 관한 교육이 될 것이고, 이것은 교육의 내용을 숲으
로 하여 과학교육처럼 숲을 교과로 이해하는 관점이 된다. 예를 들어 숲에 가면 다양한 나무
가 있고, 이 나무의 이름이나 열매, 그 자연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다. 숲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숲에 관한 교육으로 이해된다. 환경 안에서의 교육의 경우 
숲에서의 교육은 숲이 교육의 장소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숲은 사람이 존재하며 
체험이 이뤄지는 공간이 된다. 숲이 갖는 의미는 인간의 네 가지 실존체(existentials)중에서 
공간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Manen, 1990). 환경을 위한 교육의 경우는 숲을 위한 교육으로 
숲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숲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곧 나와 숲
이 두 실존체가 되어 체험적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매넌(Manen, 1990)은 타자
를 전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적 관계로 이해하여 이를 관계성으로 표현하였다. 매넌의 개념에서 인간이 자연과 
소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숲과 나의 관계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키오카는 산림/임업교육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루카스의 논의와 조금 다른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김상윤, 1998 에서 재인용27)). 숲 안에서의 교육은 교육의 장(場)으로서의 
‘숲’을 의미한다. 숲에 대한 교육은 숲에 관한 ‘테마로서의 숲’이며, 숲에 의한 교육은 숲에 의
한 ‘숲의 교육적 유효성’을 이야기하고, 숲의 위한 교육은 숲을 위한 ‘숲의 보전사상을 지향’
한다고 하였다. 루카스의 논의에 더해 세키오카는 숲에 의한(by)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을 추
가로 고려하였다. 산림에 의한 ‘숲의 교육적 유효성’은 숲을 통해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숲에 의한(by) 교육을 수용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숲교육에 있어 ‘숲이 상호작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숲교육은 숲에 대한(about) 교육이기도 하고, 숲에서의(in) 교육이기도 하다. 숲에 의한(by) 
교육과 숲을 위한(for) 교육은 곧 자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숲교육은 숲에 대한(about) 교육, 숲에서의(in) 교육, 숲에 의한(by) 교육, 숲을 
위한(for) 교육의 네 가지 차원을 모두 함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숲교육(Forest Education)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 숲선생님-숲-참가자의 숲교육 삼각형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교육내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는 교육적 체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송하인, 남상준, 2008). 어떤 교육 현장에도 교육내용과 이를 돕는 사
람, 그리고 배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송하인과 남상준은 이런 
관계를 교육의 삼각형(그림 6)으로 도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송하인과 남상준의 교육 삼각형을 바탕으로 숲이 상호작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수용하는 전제 아래 숲교육의 삼각형을 고안하였다. 숲교육 삼각형은 숲교육에서 중요
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 주체를 담고 있다. 세 개의 꼭지점은 숲, 참가자(아이), 숲선생님이다
(그림 7).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가운데 숲이 
존재하는 것이 숲교육이 가진 특수성이다.  

27) 재인용의 출처
  (社) 全國林業改良普及協會 編. 1998. 亻冫ストラクターのため 森林·林業敎育實踐ガイド. (社) 全國林

業改良普及協會. 198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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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육적 체험의 조건(송하인, 
남상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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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숲교육의 조건 

다. 놀이와 체험
숲교육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중에 놀이와 체험을 중요하게 다룬다. 놀이에 대하여 국제적

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다. 놀이의 기본 개념과 국내 놀이연구가로 알려진 편해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Homo Ludens)로 보는 관점은 놀이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내포한다(Huizinga, 1938). 호이징가는 놀이의 특징을 자유, 실제가 아님, 일상적
인 삶과 구분된다고 보았다(Huizinga, 1938). 이에 더하여 카이와는 놀이의 특징을 여섯 가지
로 구분했다. 자유로운 활동, 분리된 활동, 확정되지 않은 활동, 비생산적인 활동, 규칙이 있
는 활동, 허구적인 활동이다(Caillois, 1958). 카이유와는 놀이의 범주를 구분하고자 했다. 경
쟁 놀이인 ‘아곤(Agon)’, 확률 놀이인 ‘알레아(Alea)’, 역할 놀이인 ‘미미크리(Mimicry)’, 몰입 
놀이인 ‘일링크스(Ilinx)’로 놀이의 종류가 다르게 이해되었다. 호이징가와 카이유와는 놀이를 
인간과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기존의 놀이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국내의 놀이 연구로 알려진 편해문의 논의가 있다(편해문, 2003, 2005, 2007, 2012, 2015). 
편해문은 ‘놀이밥’을 이야기 한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서 놀이를 통해 세상과 
만난다고 그는 이야기 한다. 편해문은 아이들에게 한 그릇 ‘놀이밥’을 주는 일에 대하여, 한가
한 시간을 주고, 놀 수 있는 이웃 동무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곳을 찾고, 학
습이나 창의력과 연관 짓지 않고, 하루에 두 세 시간씩 ‘놀이밥’을 꼬박꼬박 주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한다(편해문, 2012). 편해문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한다. 놀
이는 강을 건너면 뒤에 두고 가는 배와 같아서 놀이를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놀이
보다 중요한 것은 놀다가 생기고 쌓이는 오가는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우정이라고 한다(편해
문, 2012).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위험은 Risk, 아이들이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위험은 Hazard로 이해하여, Hazard는 제거해야 하지만 Risk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스스로 무엇이 위험하고 안전한지 알게 된다고 한다(편해문, 2015).

편해문의 이야기는 국내의 상황과 맥락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고, 아이들이 경쟁으로 내몰리는 학교환경에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이와 
놀이터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그의 주장은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
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놀이 환경을 많은 아이들이 경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정의되는 교수학습방법에는 놀이가 하나로 주요한 행동양식으로 자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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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은 환경보전(preservation)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교육
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숲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숲교육이 환경에 관한 교육이라면 숲에 관한 교육이 될 것이고, 이것은 교육의 내용을 숲으
로 하여 과학교육처럼 숲을 교과로 이해하는 관점이 된다. 예를 들어 숲에 가면 다양한 나무
가 있고, 이 나무의 이름이나 열매, 그 자연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다. 숲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숲에 관한 교육으로 이해된다. 환경 안에서의 교육의 경우 
숲에서의 교육은 숲이 교육의 장소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숲은 사람이 존재하며 
체험이 이뤄지는 공간이 된다. 숲이 갖는 의미는 인간의 네 가지 실존체(existentials)중에서 
공간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Manen, 1990). 환경을 위한 교육의 경우는 숲을 위한 교육으로 
숲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숲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곧 나와 숲
이 두 실존체가 되어 체험적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매넌(Manen, 1990)은 타자
를 전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적 관계로 이해하여 이를 관계성으로 표현하였다. 매넌의 개념에서 인간이 자연과 
소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숲과 나의 관계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키오카는 산림/임업교육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루카스의 논의와 조금 다른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김상윤, 1998 에서 재인용27)). 숲 안에서의 교육은 교육의 장(場)으로서의 
‘숲’을 의미한다. 숲에 대한 교육은 숲에 관한 ‘테마로서의 숲’이며, 숲에 의한 교육은 숲에 의
한 ‘숲의 교육적 유효성’을 이야기하고, 숲의 위한 교육은 숲을 위한 ‘숲의 보전사상을 지향’
한다고 하였다. 루카스의 논의에 더해 세키오카는 숲에 의한(by)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을 추
가로 고려하였다. 산림에 의한 ‘숲의 교육적 유효성’은 숲을 통해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숲에 의한(by) 교육을 수용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숲교육에 있어 ‘숲이 상호작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숲교육은 숲에 대한(about) 교육이기도 하고, 숲에서의(in) 교육이기도 하다. 숲에 의한(by) 
교육과 숲을 위한(for) 교육은 곧 자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숲교육은 숲에 대한(about) 교육, 숲에서의(in) 교육, 숲에 의한(by) 교육, 숲을 
위한(for) 교육의 네 가지 차원을 모두 함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숲교육(Forest Education)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 숲선생님-숲-참가자의 숲교육 삼각형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교육내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는 교육적 체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송하인, 남상준, 2008). 어떤 교육 현장에도 교육내용과 이를 돕는 사
람, 그리고 배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송하인과 남상준은 이런 
관계를 교육의 삼각형(그림 6)으로 도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송하인과 남상준의 교육 삼각형을 바탕으로 숲이 상호작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수용하는 전제 아래 숲교육의 삼각형을 고안하였다. 숲교육 삼각형은 숲교육에서 중요
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 주체를 담고 있다. 세 개의 꼭지점은 숲, 참가자(아이), 숲선생님이다
(그림 7).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가운데 숲이 
존재하는 것이 숲교육이 가진 특수성이다.  

27) 재인용의 출처
  (社) 全國林業改良普及協會 編. 1998. 亻冫ストラクターのため 森林·林業敎育實踐ガイド. (社) 全國林

業改良普及協會. 198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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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육적 체험의 조건(송하인, 
남상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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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숲교육의 조건 

다. 놀이와 체험
숲교육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중에 놀이와 체험을 중요하게 다룬다. 놀이에 대하여 국제적

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다. 놀이의 기본 개념과 국내 놀이연구가로 알려진 편해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Homo Ludens)로 보는 관점은 놀이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내포한다(Huizinga, 1938). 호이징가는 놀이의 특징을 자유, 실제가 아님, 일상적
인 삶과 구분된다고 보았다(Huizinga, 1938). 이에 더하여 카이와는 놀이의 특징을 여섯 가지
로 구분했다. 자유로운 활동, 분리된 활동, 확정되지 않은 활동, 비생산적인 활동, 규칙이 있
는 활동, 허구적인 활동이다(Caillois, 1958). 카이유와는 놀이의 범주를 구분하고자 했다. 경
쟁 놀이인 ‘아곤(Agon)’, 확률 놀이인 ‘알레아(Alea)’, 역할 놀이인 ‘미미크리(Mimicry)’, 몰입 
놀이인 ‘일링크스(Ilinx)’로 놀이의 종류가 다르게 이해되었다. 호이징가와 카이유와는 놀이를 
인간과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기존의 놀이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국내의 놀이 연구로 알려진 편해문의 논의가 있다(편해문, 2003, 2005, 2007, 2012, 2015). 
편해문은 ‘놀이밥’을 이야기 한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서 놀이를 통해 세상과 
만난다고 그는 이야기 한다. 편해문은 아이들에게 한 그릇 ‘놀이밥’을 주는 일에 대하여, 한가
한 시간을 주고, 놀 수 있는 이웃 동무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곳을 찾고, 학
습이나 창의력과 연관 짓지 않고, 하루에 두 세 시간씩 ‘놀이밥’을 꼬박꼬박 주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한다(편해문, 2012). 편해문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한다. 놀
이는 강을 건너면 뒤에 두고 가는 배와 같아서 놀이를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놀이
보다 중요한 것은 놀다가 생기고 쌓이는 오가는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우정이라고 한다(편해
문, 2012).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위험은 Risk, 아이들이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위험은 Hazard로 이해하여, Hazard는 제거해야 하지만 Risk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스스로 무엇이 위험하고 안전한지 알게 된다고 한다(편해문, 2015).

편해문의 이야기는 국내의 상황과 맥락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고, 아이들이 경쟁으로 내몰리는 학교환경에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이와 
놀이터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그의 주장은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
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놀이 환경을 많은 아이들이 경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정의되는 교수학습방법에는 놀이가 하나로 주요한 행동양식으로 자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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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에서 놀이는 하나의 프로그램 유형이다(남상준, 1995; 최석진 
등, 2001).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환경 감수성 증진 활동, 만들기 활동, 생활체험 
활동, 학습활동, 실천 활동, 탐사활동, 놀이 활동으로 이해할 때, 놀이는 하나의 유형으로 구
분되었다(최석진 등, 2001). 

위의 논의를 살펴보며 놀이의 개념이 가진 경계가 분야에 따라 상이했다. 이런 차이는 놀이
에 대한 관점과 접근에 따른 차이에서 시작한다. 호이징가(1938)와 카이유와(1958)는 놀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였고, 편해문(2012, 2015)은 놀이를 삶의 방식으로 보았다. 교육의 논
의 안에서 놀이는 하나의 교수학습방식으로 다뤄진다. 편해문은 놀이가 가르쳐질 수 있는 것
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 교육놀이와 자유놀이가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르쳐
서 놀이를 하게 된다면 교육적 의도가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숲선생님이나 교사에 의
해 이끌어지는 놀이는 교육놀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본래적으로 놀고 싶은 기질이 
있기에, 놀이는 가르쳐지지 않고 아이들의 자발성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
한 놀이를 교육놀이와 다르게 본래적 놀이(자유놀이)로 이해할 수 있다.

체험(lived-experience, erlebnis)과 경험(experience, erfahrung)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철
학에서도, 교육에서도 논의된다. 체험과 경험에 대한 논의는 역사가 깊다. 500년 이상의 논의
가 축적된 연구를 이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연구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숲교육이 체험
교육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험의 개념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여기서는 숲교육에서 체험의 의미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제한하여 체험의 의미를 탐색
하고자 한다.

후설(1954)은 체험을 인간의 내면적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해하였
고, 경험은 과학적 이론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경험이 과학과 단절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딜타이(1979)는 체험은 오로지 생각속에서만 객관적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체험은 개인의 생생함과 강렬함이 살아있는 것과 달리 경험은 추상화된 객관적인 것이
라고 이해했다. 가다머(1990)는 어떤 무엇이 일어난다면 아직 살아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
(生)을 종착지로 갖는 것을 체험으로 이해하고, 경험은 이러한 체험이 응축되고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매넌(1990)은 체험을 직접적이고(immediated) 전 반성적(前反省的)인 생활의식으
로 이해하며, 체험은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했다. 

임석진 등(1991)은 체험이 다른 무엇과 섞이기 전의 원천적인 것으로 신체를 가진 자신의 
직접 체험이라고 하며, 인식적 의미와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식활동 전체의 상태를 가리
키는 주관적인 의미임을 밝혔다. 이에 반하여 경험은 지성·언어·습관에 의한 구성이 섞여있어
서, 경험은 무엇에 대하여 안다는 인식적인 의미라고 구분했다. 권영락(2005)은 체험이 대상과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개성적인 체험이라면, 경험은 대상과의 얼마간의 거리를 갖는 것으로 보
았다.

송하인과 남상준(2008)은 체험이 1인칭적 시각으로 생활세계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루어지는 의식적인 체험으로 매개되지 않은 경험의 세계로, 경험은 3인칭적 관점에서 바라보
는 실증주의에서 객관화된 것을 경험으로 보았다. 여기서 경험은 보편적이며, 매개된 경험의 
세계에서 간접적인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송하인과 남상준은 체험이 경험을 상정하고 있어
서, 체험은 경험의 필요조건 이지만 그 자체가 경험이 될 수는 없으며, 체험이 경험에 전제된
다고 주장했다. 송하인과 남상준은 체험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면서 체험의 특성을 과정성, 자
기성, 구조성, 신체성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의로 체험과 경험을 정리하는 것은 충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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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체험과 경험을 정리
해보면 <표 11과> 같다.

체험, Erlebnis,
Lived experience

경험, Erfahrung
Experience 비고

철
학

교
육

후설
(1954)

인간의 내면적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접적 경험 과학적 이론의 내용을 이룸

체험과 
경험은 
연결

딜타이
(1979)

오로지 생각 속에서만 체험은 
객관적이 될 뿐

생생함과 강렬함을 강조
추상화된 과학적 경험 ·

가다머
(1990)

어떤 무엇이 일어난다면 아직 
살아있다 → 생(生) 응축과 강화 ·

반 메넌
(1990)

직접적 전반성적 생활의식
사후적 · ·

임석진 
외

(1991)

섞이기 전의 원천적인 것.
신체를 가진 자신의 직접 체험.

인식적 의미와 정의적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의식 활동 전체의 상태를 

가리키는 주관적인 의미

지성·언어·습관에 의한 구성이 
섞여있음

무엇에 대하여 안다는 인식적 
의미

·

권영락
(2005)

대상과 직접적
개별적인 개성적인 경험 대상과의 얼마간의 거리 ·

송하인, 
남상준 
(2008)

1인칭적 시각
생활세계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식적 
체험

매개되지 않은(immediate) 경험의 
세계, 직접

3인칭적 시각
실증주의에서 바라보는 

객관화된 경험
보편적 경험

매개된 경험의 세계
간접

체험은 
경험을 
상정

<표 11> 체험과 경험 

교육에서 왜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 하는지 숲교육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창의적 체
험활동이 교육과정에 편성되면서 동아리 활동이 흡수되었다(송하인, 남상준, 2008; 양승실, 
2012). 그러나 ‘왜 체험활동이고, 경험학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교육과정이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대한 반증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
다. 앎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체험과 경험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앎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정윤경, 2011). 교육에서 체험과 경험을 강조했던 듀이는, 교육을 통한 앎과 
삶의 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Dewey, 1916).

한국의 교육은 입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앎과 삶을 통합할 방법을 
적절하게 찾지 못하다가 인식론적 교육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체험과 경
험이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송하인, 남상준, 2008). 이를 뒤집어서 이야기한다
면, 체험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맥락은 앎과 삶을 통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체험과 
경험을 숲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낸다는 것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겪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인식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체험과 경험은 만들기 활동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



- 33 -

고 있다.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에서 놀이는 하나의 프로그램 유형이다(남상준, 1995; 최석진 
등, 2001).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환경 감수성 증진 활동, 만들기 활동, 생활체험 
활동, 학습활동, 실천 활동, 탐사활동, 놀이 활동으로 이해할 때, 놀이는 하나의 유형으로 구
분되었다(최석진 등, 2001). 

위의 논의를 살펴보며 놀이의 개념이 가진 경계가 분야에 따라 상이했다. 이런 차이는 놀이
에 대한 관점과 접근에 따른 차이에서 시작한다. 호이징가(1938)와 카이유와(1958)는 놀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였고, 편해문(2012, 2015)은 놀이를 삶의 방식으로 보았다. 교육의 논
의 안에서 놀이는 하나의 교수학습방식으로 다뤄진다. 편해문은 놀이가 가르쳐질 수 있는 것
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 교육놀이와 자유놀이가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르쳐
서 놀이를 하게 된다면 교육적 의도가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숲선생님이나 교사에 의
해 이끌어지는 놀이는 교육놀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본래적으로 놀고 싶은 기질이 
있기에, 놀이는 가르쳐지지 않고 아이들의 자발성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
한 놀이를 교육놀이와 다르게 본래적 놀이(자유놀이)로 이해할 수 있다.

체험(lived-experience, erlebnis)과 경험(experience, erfahrung)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철
학에서도, 교육에서도 논의된다. 체험과 경험에 대한 논의는 역사가 깊다. 500년 이상의 논의
가 축적된 연구를 이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연구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숲교육이 체험
교육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험의 개념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여기서는 숲교육에서 체험의 의미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제한하여 체험의 의미를 탐색
하고자 한다.

후설(1954)은 체험을 인간의 내면적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해하였
고, 경험은 과학적 이론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경험이 과학과 단절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딜타이(1979)는 체험은 오로지 생각속에서만 객관적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체험은 개인의 생생함과 강렬함이 살아있는 것과 달리 경험은 추상화된 객관적인 것이
라고 이해했다. 가다머(1990)는 어떤 무엇이 일어난다면 아직 살아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
(生)을 종착지로 갖는 것을 체험으로 이해하고, 경험은 이러한 체험이 응축되고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매넌(1990)은 체험을 직접적이고(immediated) 전 반성적(前反省的)인 생활의식으
로 이해하며, 체험은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했다. 

임석진 등(1991)은 체험이 다른 무엇과 섞이기 전의 원천적인 것으로 신체를 가진 자신의 
직접 체험이라고 하며, 인식적 의미와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식활동 전체의 상태를 가리
키는 주관적인 의미임을 밝혔다. 이에 반하여 경험은 지성·언어·습관에 의한 구성이 섞여있어
서, 경험은 무엇에 대하여 안다는 인식적인 의미라고 구분했다. 권영락(2005)은 체험이 대상과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개성적인 체험이라면, 경험은 대상과의 얼마간의 거리를 갖는 것으로 보
았다.

송하인과 남상준(2008)은 체험이 1인칭적 시각으로 생활세계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루어지는 의식적인 체험으로 매개되지 않은 경험의 세계로, 경험은 3인칭적 관점에서 바라보
는 실증주의에서 객관화된 것을 경험으로 보았다. 여기서 경험은 보편적이며, 매개된 경험의 
세계에서 간접적인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송하인과 남상준은 체험이 경험을 상정하고 있어
서, 체험은 경험의 필요조건 이지만 그 자체가 경험이 될 수는 없으며, 체험이 경험에 전제된
다고 주장했다. 송하인과 남상준은 체험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면서 체험의 특성을 과정성, 자
기성, 구조성, 신체성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의로 체험과 경험을 정리하는 것은 충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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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체험과 경험을 정리
해보면 <표 11과> 같다.

체험, Erlebnis,
Lived experience

경험, Erfahrung
Experience 비고

철
학

교
육

후설
(1954)

인간의 내면적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접적 경험 과학적 이론의 내용을 이룸

체험과 
경험은 
연결

딜타이
(1979)

오로지 생각 속에서만 체험은 
객관적이 될 뿐

생생함과 강렬함을 강조
추상화된 과학적 경험 ·

가다머
(1990)

어떤 무엇이 일어난다면 아직 
살아있다 → 생(生) 응축과 강화 ·

반 메넌
(1990)

직접적 전반성적 생활의식
사후적 · ·

임석진 
외

(1991)

섞이기 전의 원천적인 것.
신체를 가진 자신의 직접 체험.

인식적 의미와 정의적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의식 활동 전체의 상태를 

가리키는 주관적인 의미

지성·언어·습관에 의한 구성이 
섞여있음

무엇에 대하여 안다는 인식적 
의미

·

권영락
(2005)

대상과 직접적
개별적인 개성적인 경험 대상과의 얼마간의 거리 ·

송하인, 
남상준 
(2008)

1인칭적 시각
생활세계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식적 
체험

매개되지 않은(immediate) 경험의 
세계, 직접

3인칭적 시각
실증주의에서 바라보는 

객관화된 경험
보편적 경험

매개된 경험의 세계
간접

체험은 
경험을 
상정

<표 11> 체험과 경험 

교육에서 왜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 하는지 숲교육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창의적 체
험활동이 교육과정에 편성되면서 동아리 활동이 흡수되었다(송하인, 남상준, 2008; 양승실, 
2012). 그러나 ‘왜 체험활동이고, 경험학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교육과정이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대한 반증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
다. 앎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체험과 경험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앎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정윤경, 2011). 교육에서 체험과 경험을 강조했던 듀이는, 교육을 통한 앎과 
삶의 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Dewey, 1916).

한국의 교육은 입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앎과 삶을 통합할 방법을 
적절하게 찾지 못하다가 인식론적 교육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체험과 경
험이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송하인, 남상준, 2008). 이를 뒤집어서 이야기한다
면, 체험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맥락은 앎과 삶을 통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체험과 
경험을 숲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낸다는 것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겪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인식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체험과 경험은 만들기 활동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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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교육현장에서 ‘체험’은 ‘만들기’의 대체용어로 사용된다. 존재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체험과 
경험은 삶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체험의 주체로서 참가자(아이)의 존재를 수용하는 교육적 
태도를 내포한다. 숲교육이 체험의 특성을 갖는 것은 숲교육에서 앎과 삶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체험의 특성으로 과정성, 자기성, 구조성, 신체성(송하인, 남상준, 2008)을 포
함하여 숲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숲교육의 의미는 다면적이고 중첩적이다. 숲에 대해서는 관계론
적 존재론으로 나와 숲의 관계가 설정된다. 교육에서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참가자를 수용하고 
참가자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태도로 숲교육을 바라볼 수 있다. 숲교육에서 숲은 상호작용 가
능한 대상으로(by) 이해한다. 숲은 날것(raw)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소가 되기도 한
다. 이러한 숲교육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이뤄지며, 참가자의 몸-머리-가슴의 조화로운 성장
을 돕는 것을 지향한다. 

숲교육을 세 주체로서 숲, 참가자(아이), 숲선생님의 삼각형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세 주체
들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일을 통해서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과정에서 숲교육의 ‘교육’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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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나눔
수업나눔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미국의 전문학습공동체(PLC)와 일본의 수업연구(lessen 

study),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숲교육에서 수업나눔
의 위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전문학습공동체 (PLC;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전문학습공동체는 미국에서 두포어가 아들래 스티븐 고등학교(Adlai Stevenson High 

School in Lincolnshire, Illinois)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 연구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DuFour, 2004). 아들래 스티븐 고등학교가 주목 받게 된 것은 미국 교육부에서 교육의 우수
성에 대하여 블루리본상을 여러 번 받으면서부터이다. 미국의 교육보고서에서 아들래 스티븐 
고등학교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모델로 제시했다. 그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두포어
는 그 모든 것들이 학생의 학습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서 학생의 학습을 돕는 학교시스템을 운
영하고 이와 함께 전문학습공동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문학습공동체(PLC;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두포어는 세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교육보다 
학습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고, 둘째는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것, 셋째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두포어가 말하는 교육보다 학습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교육의 전 맥락
에 걸쳐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무엇을 준비해서 가르치는가 보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가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지 살피고, 개별학생이 배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이 배움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의 여
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교육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교사에게 새로운 
시도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이해하고자 할 때 수학시간에의 관심과 국어시
간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료교사와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을 돕는 것은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맡
게 된다. 따라서 만약 학생의 학습을 돕는다면 이러한 동료교사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
한 상황이 되었고, 아들래 스티븐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전문학습공동체의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며 여러 국가에서 전문학습공동체의 모델
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전문학습공동체의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권낙원(2007b)은 전문학습공동체의 구성가능성을 탐색하며 전문학습공동체는 교
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자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
는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전문학습공동체는 상호협력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개인적 성
장을 추구해 나가는 조직인 것이다(권낙원, 2007). 두포어와 에커는 전문학습공동체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공유된 임무, 비전, 가치 ② 집단적 탐구 ③ 협력팀 ④ 활동지향
과 실험 ⑤ 계속적 개선 ⑥ 결과 지향이다(DuFour & Eaker, 1998). 

국내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Profession 
learning Community가 국내에서는 전문학습공동체, 전문가 학습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는 상황이다(김민조 등, 2016). 명백히 전문학습
공동체(PLC)와 교사학습공동체는 다르기 때문에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김민조 등, 2016). 김민조 등(2016)에 따르면 논의의 초점이 ‘교과’에
서 ‘교사’로, 그리고 ‘학교’로 변화의 초점이 이동하였다고 한다. 김민조 등(2016)은 교사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학교 개혁과 학교 문화 개선에 관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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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교육현장에서 ‘체험’은 ‘만들기’의 대체용어로 사용된다. 존재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체험과 
경험은 삶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체험의 주체로서 참가자(아이)의 존재를 수용하는 교육적 
태도를 내포한다. 숲교육이 체험의 특성을 갖는 것은 숲교육에서 앎과 삶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체험의 특성으로 과정성, 자기성, 구조성, 신체성(송하인, 남상준, 2008)을 포
함하여 숲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숲교육의 의미는 다면적이고 중첩적이다. 숲에 대해서는 관계론
적 존재론으로 나와 숲의 관계가 설정된다. 교육에서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참가자를 수용하고 
참가자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태도로 숲교육을 바라볼 수 있다. 숲교육에서 숲은 상호작용 가
능한 대상으로(by) 이해한다. 숲은 날것(raw)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소가 되기도 한
다. 이러한 숲교육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이뤄지며, 참가자의 몸-머리-가슴의 조화로운 성장
을 돕는 것을 지향한다. 

숲교육을 세 주체로서 숲, 참가자(아이), 숲선생님의 삼각형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세 주체
들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일을 통해서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과정에서 숲교육의 ‘교육’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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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나눔
수업나눔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미국의 전문학습공동체(PLC)와 일본의 수업연구(lessen 

study),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숲교육에서 수업나눔
의 위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전문학습공동체 (PLC;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전문학습공동체는 미국에서 두포어가 아들래 스티븐 고등학교(Adlai Stevenson High 

School in Lincolnshire, Illinois)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 연구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DuFour, 2004). 아들래 스티븐 고등학교가 주목 받게 된 것은 미국 교육부에서 교육의 우수
성에 대하여 블루리본상을 여러 번 받으면서부터이다. 미국의 교육보고서에서 아들래 스티븐 
고등학교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모델로 제시했다. 그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두포어
는 그 모든 것들이 학생의 학습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서 학생의 학습을 돕는 학교시스템을 운
영하고 이와 함께 전문학습공동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문학습공동체(PLC;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두포어는 세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교육보다 
학습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고, 둘째는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것, 셋째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두포어가 말하는 교육보다 학습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교육의 전 맥락
에 걸쳐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무엇을 준비해서 가르치는가 보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가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지 살피고, 개별학생이 배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이 배움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의 여
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교육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교사에게 새로운 
시도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이해하고자 할 때 수학시간에의 관심과 국어시
간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료교사와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을 돕는 것은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맡
게 된다. 따라서 만약 학생의 학습을 돕는다면 이러한 동료교사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
한 상황이 되었고, 아들래 스티븐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전문학습공동체의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며 여러 국가에서 전문학습공동체의 모델
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전문학습공동체의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권낙원(2007b)은 전문학습공동체의 구성가능성을 탐색하며 전문학습공동체는 교
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자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
는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전문학습공동체는 상호협력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개인적 성
장을 추구해 나가는 조직인 것이다(권낙원, 2007). 두포어와 에커는 전문학습공동체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공유된 임무, 비전, 가치 ② 집단적 탐구 ③ 협력팀 ④ 활동지향
과 실험 ⑤ 계속적 개선 ⑥ 결과 지향이다(DuFour & Eaker, 1998). 

국내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Profession 
learning Community가 국내에서는 전문학습공동체, 전문가 학습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는 상황이다(김민조 등, 2016). 명백히 전문학습
공동체(PLC)와 교사학습공동체는 다르기 때문에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김민조 등, 2016). 김민조 등(2016)에 따르면 논의의 초점이 ‘교과’에
서 ‘교사’로, 그리고 ‘학교’로 변화의 초점이 이동하였다고 한다. 김민조 등(2016)은 교사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학교 개혁과 학교 문화 개선에 관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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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을 지닌 교사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탐구와 실행 연구를 통해, 학생의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자신과 동료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학습조직‘으로 보았다. 이후 교사학
습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3항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수업연구(Lessen study)와 배움의 공동체
일본의 수업연구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이혁규, 2017). 루이스는 일본에서 머

물며 일본의 수업연구를 관찰하고 정리하였다(Lewis, 2000). 루이스가 정리한 수업연구의 개
관은 아래와 같다.

① 수업연구는 다른 교사들에 의해 관찰된다.
② 수업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협력적으로 계획된다. 
③ 수업연구는 교육의 특별한 목표와 비전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디자인한다. 
④ 수업연구는 비디오촬영, 음성녹음, 관찰노트, 학생활동 등을 통해 기록된다.
⑤ 수업연구는 토론된다고 정리했다. 

루이스는 수업연구의 유익한 점을 8가지로 정리했다. 
①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수업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수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② 학생들을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③ 새로운 내용과 접근을 확대하게 되며
④ 학교의 목표 혹은 더 큰 목표와 개인적인 교사의 실천을 연결해준다
⑤ 서로 부딪히는 교수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으며
⑥ 성장을 위한 요구를 창조할 수 있고
⑦ 국가 정책을 교육현장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되며
⑧ 교사의 중심된 역할에 대한 존중이 이뤄진다고 하였다.
수업연구(Lessen study)는 교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로서 계획-실

행-평가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데 
중심을 두는 연구로 인식되고 있다(이선경, 2017; 이혁규, 2017).

일본의 수업연구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은 배움의 
공동체이다. 최근 20년간 사또마나부를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교육의 모든 대상이 민주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만들어가 갈 수 있는 배움의 공동체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러한 배움의 공동체
의 사례는 국내에 도입되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손우정, 2004). 배움의 공동체는 학교에
서 이뤄지는 개인의 학습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형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Sato, 
2003). 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배움에 능동적으로 책임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
다.

사또마나부(2014)의 배움의 공동체를 살펴보며 갖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라고 불리지만 곧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습
자의 배움을 위해 다른 조건들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배움을 위해 
교사의 역할도 이전과 달라졌다. 교사는 들어야 하며, 연결하고, 되돌리는 일(feedback)을 하
며, 배우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는 이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
는 지점이 명확해지며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공동체는 개인적 지지를 바
탕으로 더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다.

배움의 공동체의 연구는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에 대하여 ‘학생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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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그것이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서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의 배움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 교사가 먼저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 

3) 숲교육에서의 수업나눔
우리나라는 수업에 대하여 수업장학, 수업평가, 수업컨설팅, 수업비평(이혁규, 2010b)의 네 

가지 흐름(이혁규, 2010a)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전문학습공동체(권낙원, 2007a, 2007b; 김
남균, 2013; 심승희, 2015) 교사학습공동체(곽영순, 김종윤, 2016; 서경혜, 2009, 2013; 심영
택 등, 2014; 주영주, 조은아, 2006) 배움의 공동체(김성길, 2004; 김영대, 2017; 문정애, 
2011; 손우정, 2004; 유상덕, 2006; 이영만, 박동섭, 2010)의 흐름이 더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교사들의 전문성의 개발의 맥락과 연결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이해된다(권낙원, 2007a, 2007b; 송경오, 최진영, 2010, 서경혜 2008, 
2009).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중심을 두고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교사는 동료교사와의 대화를 나누고, 자신과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서로 반성적인 대
화를 나누는 것이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조영달, 1999)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교사학급공동체에 
대하여 86편의 논문을 정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연주 등, 2017) 교사학습공동체의 연구주
제는 교사학급공동체 개념 및 특성, 운영특징, 교사의 발달, 공동체 형성 및 발달 메커니즘의 
네 가지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특징을 소개하거나 교사의 
발달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을 가치와 규범 공유, 학습에 중점, 협력(반성적 대화
/집단반성, 공동탐구/비판적 탐구, 징단 창의성/공동 문제해결, 실천 개방, 실천 공유, 공동 
실천/협력적 실천, 학생학습에 공동체임, 공유리더십)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승호 등(2015)에
서도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을 정리하였다. 10가지 속성은 자발적 활동의지, 수평적 상호작
용, 수업사례 및 아이디어 공유, 공유를 통한 반성, 공동 수업설계, 협력, 전문가도움, 지속적 
연구, 생산 결과의 활동, 지원적 환경이다. 두 연구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는 서경혜
(2009)는 협력을 큰 범위로 이해하여 그 하위내용으로 8가지를 포함하는 것과 다르게, 이승호 
등(2015)은 협력을 속성의 하나로 이해한 것이다. 두 연구는 협력이 가진 단어의 무게감이 서
로 다른 것을 보여준다.

교사학습공동체는 도전과 갈등, 딜레마를 경험하며 울퉁불퉁하고, 우연적이고 갈등으로 점
철된 험난한 과정(정바울, 2016)이라고 한다.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하여 협력의 
어려움을 고찰하였다. 협력의 어려움에는 시간의 문제와 경험되지 않은 상호작용방식의 이야
기가 포함된다. 협력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협력할 수 있는데, 교사의 근무시간은 제한
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
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위적인 협력과 완전한 
협력이 구분되는데 같은 의미로 협력하지 않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아마도 협력은 그 동안 
교사들이 해온 상호작용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
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협력이 집단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협력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수업을 혼자서 진
행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것 외에 다른 교사들과 협력할 필요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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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을 지닌 교사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탐구와 실행 연구를 통해, 학생의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자신과 동료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학습조직‘으로 보았다. 이후 교사학
습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3항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수업연구(Lessen study)와 배움의 공동체
일본의 수업연구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이혁규, 2017). 루이스는 일본에서 머

물며 일본의 수업연구를 관찰하고 정리하였다(Lewis, 2000). 루이스가 정리한 수업연구의 개
관은 아래와 같다.

① 수업연구는 다른 교사들에 의해 관찰된다.
② 수업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협력적으로 계획된다. 
③ 수업연구는 교육의 특별한 목표와 비전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디자인한다. 
④ 수업연구는 비디오촬영, 음성녹음, 관찰노트, 학생활동 등을 통해 기록된다.
⑤ 수업연구는 토론된다고 정리했다. 

루이스는 수업연구의 유익한 점을 8가지로 정리했다. 
①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수업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수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② 학생들을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③ 새로운 내용과 접근을 확대하게 되며
④ 학교의 목표 혹은 더 큰 목표와 개인적인 교사의 실천을 연결해준다
⑤ 서로 부딪히는 교수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으며
⑥ 성장을 위한 요구를 창조할 수 있고
⑦ 국가 정책을 교육현장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되며
⑧ 교사의 중심된 역할에 대한 존중이 이뤄진다고 하였다.
수업연구(Lessen study)는 교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로서 계획-실

행-평가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데 
중심을 두는 연구로 인식되고 있다(이선경, 2017; 이혁규, 2017).

일본의 수업연구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은 배움의 
공동체이다. 최근 20년간 사또마나부를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교육의 모든 대상이 민주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만들어가 갈 수 있는 배움의 공동체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러한 배움의 공동체
의 사례는 국내에 도입되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손우정, 2004). 배움의 공동체는 학교에
서 이뤄지는 개인의 학습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형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Sato, 
2003). 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배움에 능동적으로 책임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
다.

사또마나부(2014)의 배움의 공동체를 살펴보며 갖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라고 불리지만 곧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습
자의 배움을 위해 다른 조건들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배움을 위해 
교사의 역할도 이전과 달라졌다. 교사는 들어야 하며, 연결하고, 되돌리는 일(feedback)을 하
며, 배우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는 이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
는 지점이 명확해지며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공동체는 개인적 지지를 바
탕으로 더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다.

배움의 공동체의 연구는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에 대하여 ‘학생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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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그것이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서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의 배움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 교사가 먼저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 

3) 숲교육에서의 수업나눔
우리나라는 수업에 대하여 수업장학, 수업평가, 수업컨설팅, 수업비평(이혁규, 2010b)의 네 

가지 흐름(이혁규, 2010a)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전문학습공동체(권낙원, 2007a, 2007b; 김
남균, 2013; 심승희, 2015) 교사학습공동체(곽영순, 김종윤, 2016; 서경혜, 2009, 2013; 심영
택 등, 2014; 주영주, 조은아, 2006) 배움의 공동체(김성길, 2004; 김영대, 2017; 문정애, 
2011; 손우정, 2004; 유상덕, 2006; 이영만, 박동섭, 2010)의 흐름이 더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교사들의 전문성의 개발의 맥락과 연결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이해된다(권낙원, 2007a, 2007b; 송경오, 최진영, 2010, 서경혜 2008, 
2009).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중심을 두고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교사는 동료교사와의 대화를 나누고, 자신과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서로 반성적인 대
화를 나누는 것이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조영달, 1999)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교사학급공동체에 
대하여 86편의 논문을 정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연주 등, 2017) 교사학습공동체의 연구주
제는 교사학급공동체 개념 및 특성, 운영특징, 교사의 발달, 공동체 형성 및 발달 메커니즘의 
네 가지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특징을 소개하거나 교사의 
발달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을 가치와 규범 공유, 학습에 중점, 협력(반성적 대화
/집단반성, 공동탐구/비판적 탐구, 징단 창의성/공동 문제해결, 실천 개방, 실천 공유, 공동 
실천/협력적 실천, 학생학습에 공동체임, 공유리더십)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승호 등(2015)에
서도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을 정리하였다. 10가지 속성은 자발적 활동의지, 수평적 상호작
용, 수업사례 및 아이디어 공유, 공유를 통한 반성, 공동 수업설계, 협력, 전문가도움, 지속적 
연구, 생산 결과의 활동, 지원적 환경이다. 두 연구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는 서경혜
(2009)는 협력을 큰 범위로 이해하여 그 하위내용으로 8가지를 포함하는 것과 다르게, 이승호 
등(2015)은 협력을 속성의 하나로 이해한 것이다. 두 연구는 협력이 가진 단어의 무게감이 서
로 다른 것을 보여준다.

교사학습공동체는 도전과 갈등, 딜레마를 경험하며 울퉁불퉁하고, 우연적이고 갈등으로 점
철된 험난한 과정(정바울, 2016)이라고 한다.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하여 협력의 
어려움을 고찰하였다. 협력의 어려움에는 시간의 문제와 경험되지 않은 상호작용방식의 이야
기가 포함된다. 협력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협력할 수 있는데, 교사의 근무시간은 제한
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
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위적인 협력과 완전한 
협력이 구분되는데 같은 의미로 협력하지 않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아마도 협력은 그 동안 
교사들이 해온 상호작용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
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협력이 집단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협력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수업을 혼자서 진
행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것 외에 다른 교사들과 협력할 필요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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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경혜(2009)는 협력이 신념과 
열정이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서경혜(2009)의 논의를 통해서 갖는 시사점은 교사들에게 교사학습공동체는 하나의 ‘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 강제된 협력을 요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념과 열정
이 없는 교사들에게 억지로 협력을 강요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현재 
학교의 구조와 문화가 교사들의 협력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협력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사학급공동체의 논의를 살펴보면 같은 활동이지만, 상향식과 하향식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학교에서 혹은 정책으로 조직하여 실행하는 것과, 교사들 사이의 자발성에 대한 출
발은 서로 다른 동기와 자발성에 기인하여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오지연, 
최진영, 김여경, 2016). 따라서 반(半) 자발성에서 출발한 교사학급공동체의 논의(김민조 등, 
2016)는 의미가 있다. 반(半) 자발성에서 출발하는 것은 상향식과 하향식에 대한 절충안의 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학습공동체의 연구는 크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목표로 삼거나, 교사전문성을 향상시키
거나, 학교조직의 문화를 협력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전문학습공동체와 교사학습공동체의 논의에 가정된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째는 교사
를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하향식 교육정책의 전달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교사의 역량을 키우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방식의 접근(김두정, 2015)이 전제되
어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전문학습공동체에서 교사의 역량을 구분하고, 속성을 구분하는 것은 
마치 교사들이 그러한 역량을 가질 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정한 것으
로 보인다. 교사학습공동체와 전문학습공동체는 교사가 수업연구를 일상의 실천으로 받아들이
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곧 교사의 역할 중 하나로 수업연구를 실행하는 것인데, 교사의 역할
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학습공동체와 교사학습공동체는 둘 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담론
에서 중요하게 빠진 것이 공동체에 대한 관점으로 여겨진다. 공동체의 단어는 가벼이는 무엇
인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지만,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감은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감
처럼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이진우, 1998; 장춘익, 2016). 그러나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개념에 대한 여럿의 이해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개념의 범위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속되는 의미로서 가족이나 국가, 지역공동
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선(先)공동체로 이해해보면 선공동체는 개인이 생명을 
시작하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인 측면이 있다. 이와 다르게 학교공동체, 육아공동체, 
교사공동체 등은 개인의 선택이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후(後)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後)공동체가 의미
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해야하는 것(oughts)으로서 당위와 책임을 강요하는 것보다, 가능한 
선택을 통해 이뤄질 때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갖게 될 것이다.

수업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는 수업보기(임현정, 2010; 임현정, 강충열, 2010)가 있다. 임
현정(2010)은 수업의 과학성 측면에서 수업을 볼 때 체크리스트로 나타나는 것과 ‘성찰’의 개
념에 기초하여 수업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드러냈다. 임현정과 강충열(2010)은 한 교사의 
수업보기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자기주도적 수업’으로 이끌고 있다는 방향성을 발견
하고, 수업보기를 통해 외면에서 내면으로, 교사에서 아동으로, 전체에서 개인으로 관점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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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수업보기의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
을 바라보는 것에서 과학적인 관점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바라보는 것과 성찰의 관점으로 바
라보는 것의 차이를 구분한 것은 관점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수업을 대하는 태도로 이해되
기도 한다. 수업보기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서 논의한 것에서 교육을 공학적이나 인식
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업을 성찰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수업에 참
여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임현정(2010)
의 연구에서 ‘수업을 본다’는 것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보기는 동료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개인의 성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교육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김남수, 2013; 김남수, 황세영, 2013; 손연
아, 2009; 송성아, 2008; 신지혜, 2011; 이성희, 최돈형, 2007; 이용환 등, 2001; 이주욱, 윤
대현, 2014; 정보람, 2015; 조성화, 최돈형, 2009; 조승연, 남미리, 2016; 황세영, 2012). 송
성아는 초등환경교육 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의 역량을 28가지로 구분한 바 있
다28).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교사의 역량을 구분해서 보는 것은 마치 이러한 역량을 골고루 갖
추어야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교육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교사의 전문성의 다양한 요소를 찾고 발견하는 것과, 이러한 전
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전문학습공동체, 수업협의회 등 수업을 돌아보는 연구가 이뤄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수업을 되돌아보는 활동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거의 없었다. 숲교육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며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전문
학습공동체(PLC), 일본의 수업연구(Lessen study),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국내의 교사학습공
동체, 수업비평(엄훈, 2012; 이혁규, 2010a, 2010b; 이혁규 등, 2012), 수업보기 등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법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숲선생님은 교사가 아닌 것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
로 숲선생님을 살펴보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수업을 더 나아지게 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숲선생님들은 자율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숲선생님이 원할 경우 
더 많은 수업을 할 수도 있는 프리랜서의 측면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수업비평에 대한 무게감이다. 비평은 교사의 자존감에 불편함과 긴장감을 
야기할 수 있다(이혁규, 2017). 비평(批評)은 비교하여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누군가의 
수업을 보고 비평을 한다는 것은 수업에 대한 다면적인 관점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할 수 
있어 보인다. 숲선생님이 자신의 수업이나 혹은 다른 숲선생님의 수업을 비평할 수 있는 관점
을 갖게 되려면 그에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할텐데,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비평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경계도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 공동체에 따르는 무게감은 어쩌면 삶에 

28) 송성아(2008)에 따르면 환경교육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생태학적 기초, 개념적 인식,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 생태학적 기초, 환경 쟁점에 대한 지식, 환경 감수성, 비판적, 창의적 사고, 가치와 
태도, 조사와 평가 기능, 사회 참여 기능, 환경 행위 기능, 전문적 책임감,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 
환경교육 철학, 환경교육의 역사, 환경교육의 접근법 이해, 도덕적 추론 이론, 학습 이론, 학습 전이 
이론, 지식/태도/행동의 관계이론, 학습자에 대한 지식,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론, 환경교육교수 계
획, 교육과정통합능력, 환경교육 자료 및 자원 활용, 학습환경, 개인적인 균형성 유지, 환경교육 평가
의 28가지 자질이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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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경혜(2009)는 협력이 신념과 
열정이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서경혜(2009)의 논의를 통해서 갖는 시사점은 교사들에게 교사학습공동체는 하나의 ‘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 강제된 협력을 요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념과 열정
이 없는 교사들에게 억지로 협력을 강요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현재 
학교의 구조와 문화가 교사들의 협력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협력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사학급공동체의 논의를 살펴보면 같은 활동이지만, 상향식과 하향식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학교에서 혹은 정책으로 조직하여 실행하는 것과, 교사들 사이의 자발성에 대한 출
발은 서로 다른 동기와 자발성에 기인하여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오지연, 
최진영, 김여경, 2016). 따라서 반(半) 자발성에서 출발한 교사학급공동체의 논의(김민조 등, 
2016)는 의미가 있다. 반(半) 자발성에서 출발하는 것은 상향식과 하향식에 대한 절충안의 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학습공동체의 연구는 크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목표로 삼거나, 교사전문성을 향상시키
거나, 학교조직의 문화를 협력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전문학습공동체와 교사학습공동체의 논의에 가정된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째는 교사
를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하향식 교육정책의 전달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교사의 역량을 키우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방식의 접근(김두정, 2015)이 전제되
어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전문학습공동체에서 교사의 역량을 구분하고, 속성을 구분하는 것은 
마치 교사들이 그러한 역량을 가질 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정한 것으
로 보인다. 교사학습공동체와 전문학습공동체는 교사가 수업연구를 일상의 실천으로 받아들이
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곧 교사의 역할 중 하나로 수업연구를 실행하는 것인데, 교사의 역할
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학습공동체와 교사학습공동체는 둘 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담론
에서 중요하게 빠진 것이 공동체에 대한 관점으로 여겨진다. 공동체의 단어는 가벼이는 무엇
인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지만,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감은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감
처럼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이진우, 1998; 장춘익, 2016). 그러나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개념에 대한 여럿의 이해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개념의 범위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속되는 의미로서 가족이나 국가, 지역공동
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선(先)공동체로 이해해보면 선공동체는 개인이 생명을 
시작하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인 측면이 있다. 이와 다르게 학교공동체, 육아공동체, 
교사공동체 등은 개인의 선택이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후(後)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後)공동체가 의미
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해야하는 것(oughts)으로서 당위와 책임을 강요하는 것보다, 가능한 
선택을 통해 이뤄질 때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갖게 될 것이다.

수업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는 수업보기(임현정, 2010; 임현정, 강충열, 2010)가 있다. 임
현정(2010)은 수업의 과학성 측면에서 수업을 볼 때 체크리스트로 나타나는 것과 ‘성찰’의 개
념에 기초하여 수업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드러냈다. 임현정과 강충열(2010)은 한 교사의 
수업보기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자기주도적 수업’으로 이끌고 있다는 방향성을 발견
하고, 수업보기를 통해 외면에서 내면으로, 교사에서 아동으로, 전체에서 개인으로 관점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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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수업보기의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
을 바라보는 것에서 과학적인 관점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바라보는 것과 성찰의 관점으로 바
라보는 것의 차이를 구분한 것은 관점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수업을 대하는 태도로 이해되
기도 한다. 수업보기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서 논의한 것에서 교육을 공학적이나 인식
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업을 성찰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수업에 참
여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임현정(2010)
의 연구에서 ‘수업을 본다’는 것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보기는 동료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개인의 성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교육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김남수, 2013; 김남수, 황세영, 2013; 손연
아, 2009; 송성아, 2008; 신지혜, 2011; 이성희, 최돈형, 2007; 이용환 등, 2001; 이주욱, 윤
대현, 2014; 정보람, 2015; 조성화, 최돈형, 2009; 조승연, 남미리, 2016; 황세영, 2012). 송
성아는 초등환경교육 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의 역량을 28가지로 구분한 바 있
다28).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교사의 역량을 구분해서 보는 것은 마치 이러한 역량을 골고루 갖
추어야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교육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교사의 전문성의 다양한 요소를 찾고 발견하는 것과, 이러한 전
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전문학습공동체, 수업협의회 등 수업을 돌아보는 연구가 이뤄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수업을 되돌아보는 활동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거의 없었다. 숲교육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며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전문
학습공동체(PLC), 일본의 수업연구(Lessen study),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국내의 교사학습공
동체, 수업비평(엄훈, 2012; 이혁규, 2010a, 2010b; 이혁규 등, 2012), 수업보기 등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법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숲선생님은 교사가 아닌 것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
로 숲선생님을 살펴보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수업을 더 나아지게 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숲선생님들은 자율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숲선생님이 원할 경우 
더 많은 수업을 할 수도 있는 프리랜서의 측면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수업비평에 대한 무게감이다. 비평은 교사의 자존감에 불편함과 긴장감을 
야기할 수 있다(이혁규, 2017). 비평(批評)은 비교하여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누군가의 
수업을 보고 비평을 한다는 것은 수업에 대한 다면적인 관점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할 수 
있어 보인다. 숲선생님이 자신의 수업이나 혹은 다른 숲선생님의 수업을 비평할 수 있는 관점
을 갖게 되려면 그에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할텐데,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비평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경계도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 공동체에 따르는 무게감은 어쩌면 삶에 

28) 송성아(2008)에 따르면 환경교육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생태학적 기초, 개념적 인식,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 생태학적 기초, 환경 쟁점에 대한 지식, 환경 감수성, 비판적, 창의적 사고, 가치와 
태도, 조사와 평가 기능, 사회 참여 기능, 환경 행위 기능, 전문적 책임감,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 
환경교육 철학, 환경교육의 역사, 환경교육의 접근법 이해, 도덕적 추론 이론, 학습 이론, 학습 전이 
이론, 지식/태도/행동의 관계이론, 학습자에 대한 지식,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론, 환경교육교수 계
획, 교육과정통합능력, 환경교육 자료 및 자원 활용, 학습환경, 개인적인 균형성 유지, 환경교육 평가
의 28가지 자질이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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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될 텐데, 숲선생님들은 ‘삶’의 무게감을 갖고 수업나눔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숲선생님
은 ‘행복숲’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미 5년 이상의 활동을 해 오고 있었으며, 따라서 수업나눔을 
통해 별도의 공동체의 의미를 찾기보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에 중심이 있었다.

수업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학습공동체와 수업연구, 수업비평 등의 연구를 살피며 교사
의 전문성의 연구가 다른 흐름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나는 교사교육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이다. 교사의 역량을 구분하고, 전문성을 키우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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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 수업나눔을 했던 것은 굳이 전문성을 신장하자는 목표를 갖거나, 학생들의 배움을 도
와야 한다는 의지가 바탕이 된 것은 아니었다.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것이 중심은 아니었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것의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도 중심은 아니었다. 
지금 자신의 수업을 바라보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눔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 
수업나눔에 참가한 숲선생님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이유로 이 연구는 전문학
습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교사학습공동체가 되지 못했으며, 배움의 공동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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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은 활동을 담아내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수업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
는 활동이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활동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례에 대하여 접근하였고, 
수업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수업나눔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8>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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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 가지 숲교육과 네 번의 수업나눔

3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숲교육과 네 번에 걸쳐 진행된 수업나눔을 기술하고자 한다. 숲교
육은 숲선생님, 참가자, 교재와 교구, 상호작용의 조화와 그리고 숲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
루어진다. 가능한 현장에서 숲교육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세 숲선
생님의 숲교육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박현수 이은영 조한나

교육장소, 
인원, 
상황

2015.09.18.
오전 9시50분~11시20분

(90분)
푸른 초등학교

학교숲 프로그램(아이12명)

2015.10.23
오전 9시50분~11시20분

(90분)
푸른 초등학교

학교숲 프로그램(아이12명)

2015.09.19.
오후 2시~4시 (120분)

도룡풀 공원
마을 모임

(아이20명, 엄마 10명)

숲교육 
프로그램

자기나무관찰
관찰일기 공유

사방치기
솔방울하키

딱따구리 만들기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자기나무 관찰
열매전달하기

새 피리 만들기
도토리야 굴러라

계단에서 가위, 바위, 보
숲속빙고

맨발로 숲속걷기
애벌레 되기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표 12> 숲교육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1. 정보전달 -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
푸른초등학교는 2014년 미림 생명의숲에서 학교숲을 조성하고 2015년 그 숲을 활용하는 차

원에서 숲교육을 진행한다. 푸른초등학교 3학년 7반 아이들은 1년동안 학교숲 활용교육을 지
원받고, 같은 아이들이 같은 숲선생님과 만나는 방식으로 총 8회의 숲교육이 이루어진다. 한 
반에 두 명의 숲선생님이 들어가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거나 두 모둠으로 나누어 각자 따로 이
끌기도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모둠인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보는 시간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1학기 외부수업을 모두 2학기로 조정하여 진행하는 날이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
며 자연물을 찾고 있었다.

쉬는 시간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아이들은 신발주머니로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교실 밖으로 달려 나왔다. 숲선생님에게 인사하는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몇 차례 수업으로 형성된 편안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수업으로 주제
는 ‘학교숲의 자연의 색과 소리’이다(부록3 참고). 오늘의 숲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네 가지 활
동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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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건물

(교실)

교실 운동장

벤치 1 

벤치 2 

<그림 9> 푸른 초등학교 운동장 구조 

첫 번째 활동은 자기나무를 관찰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자기나무를 관찰하고 공유하기 
위해 아이들은 운동장의 한 면에 해당하는 약 150m정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림 8에서 
보이는 벤치1에서 벤치 2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에는 약 20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겨 있
었고, 산딸나무, 화살나무, 잣나무, 소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등 수종은 다양했다. 숲선생님은 
나무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아이들이 대답하는 모습으로 보아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나무를 
갖고 있음을 짐작했다. 숲선생님은 산책하듯 걸으면서 우리나라의 꽃 중에서 어느 색깔의 꽃
이 가장 많은지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그리고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라고 했다. 아이들이 목
소리를 내서, ‘노란 꽃’, ‘빨간 꽃’, ‘보라색’ 등을 이야기할 때 “땡~(틀렸다는 의미)”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빨간색을 맞추었을 때는 ‘빙고!’라고 하여 아이의 답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다.

산책하듯 걸어오는 길에서 만난 나무를 관찰하고 관찰일기를 기록해서 오는 것이 숙제였다. 
한 두 줄이더라도, 12명의 아이 중에서 10명이 숙제를 해 왔다. 그 중 한 아이는 잣나무의 그
림을 그려 추가적인 설명을 써왔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해 온 관찰일기를 공유하는 것
을 수줍게 생각하는 듯 보였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아이의 관찰일기 중 하나를 받아서 들고는 
읽기 시작했다.

박현수: 자~~ 잘 들어봐! 내가 정한 나무는 주목이다. 내가 정한 이유는 잎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잎이 많고 잎이 얇기 때문입니다. 아주 잣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어. 그 다음 사람 것

아이들: (구호를 외치듯 다 함께)오기돌보기! (아이들의 장난이 계속되면서 ‘잣나무(아이)’의 손을 잡
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빛으로 소통하신다.)

박현수: (다른 아이의 관찰일기를 받아 읽기 시작하신다) 벚나무. 내 이름은 벚나무이다. 벚나무는 
꽃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되게 맛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이: 똥이기 때문이다!
박현수: 벚나무는 열매가.. (아이가 그림 그리고 관찰일기 쓴 것을 가르치며) 이 친구는 모델링을 너

무 멋있게 했어. 본인이 한 거지?  

그렇게 세 명 정도 아이들의 관찰일기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공유되었다. 아이들은 숲
선생님에게 장난을 걸었다. 잣나무(아이)는 숲선생님의 모자를 벗기는 행동을 네 번 반복했다. 
처음에 숲선생님은 잣나무를 바라보며 ‘하지마’라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 잣나무의 장난이 이
어지자 숲선생님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 잣나무가 지속해서 장난을 할 때는 말하지 않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였다. 네 번
째 잣나무(아이)의 장난에 숲선생님은 잣나무의 손을 잡고 힘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아이들은 
관찰일기를 공유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숲선생님에게 몸으로, 말로 장난을 시도했고 관찰일
기를 공유하는 시간에 웃음과 이야기가 오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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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활동은 사방치기이다. 사방치기는 바닥에 네모난 그림을 그리
고 그 안에 숫자를 쓰고, 숫자에 돌멩이를 던져서 돌멩이가 없는 땅을 
순서대로 깨금발로 밟아 돌아오며 돌맹이를 잡는 놀이이다. 숲선생님이 
사방치기 그림을 운동장에 그리는 동안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하듯 큰 
목소리로 이야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다. 운동장에 사방치기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는 남자팀 여자팀 두 팀으로 나누어 놀이에 참여했다. 사
방치기29)에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1,2,3,4의 순서를 따라 돌
을 차며 다시 역으로 첫째 칸까지 나오면 되는 것이다. 사방치기 판을 
바닥에 그린 후 목자(돌)를 1번에 던져 놓고, 깨금발과 양발을 사용해서 
돌아오며 목자를 주워온다(산림청, 국립수목원, 2015).

선생님은 아이들이 사방치기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시범을 보여주었
다. 사방치기 놀이를 이전에 해 본 아이와, 처음 해보는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규칙을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가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돌을 어디에 던져야 하는 
것을 몰라서 옆 친구가 알려주기도 했다. 여기서는 금을 벗어나게 돌을 던지거나 아이가 깨금
발을 해야 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해 양발로 땅을 딛게 된 경우 ‘아웃’이라고 했다. 아웃된 아
이는 팀이 서 있는 줄의 가장 뒤로 가서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남자팀이 아
웃되면 여자팀으로, 여자팀이 아웃되면 남자팀으로 순서가 옮겨지며 놀이가 진행되었다. 놀이
는 모두 세 판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규칙을 익히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면, 두 번
째 판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돌을 던지고 금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세 번째 판
에서는 여자아이들만 ‘봐 준다’고 남자 아이들이 불만을 이야기 했다. 놀이판이 반복되면서 규
칙은 조금씩 수정되었고, 복잡해졌다. 손이 땅에 닿아도 아웃이고, 금을 조금만 밟아도 아웃이 
되었다. 

박현수: 이번에는 짚는데 두 손으로 잡는다던가 그러면 아웃이야.
아이: 왜요. 얘는 밟았는데.
박현수: 너는 안 밟은 줄 알아? 자 그러면 나와 나와. (아이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멀리 가려하자) 야 

막대기. 막대기.
박현수: 제자리에 앉아. 제자리에서(아이들이 스스로 그림도 다시 그리고 숫자도 다시 쓴다)
박현수: 오케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심판해. (두 팀을 보면서) 가위바위보. 대표로 해. 
아이들: (아이들 스스로)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 보. 
박현수: 다시. 됐어.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았는데) 한 발은 된다고 했잖아. 자~ 2번.

아이들의 손과 발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땅을 짚거나 돌을 던지면서 발로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금을 밟았는지 아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누구는 금을 ‘밟았다’ 
혹은 ‘안 밟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순서를 바꾸어갔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운동장 위에 
흐려진 그림을 스스로 다시 그리기도 했다.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었지만, 쉬는 시간이 
되었다. 

사방치기 놀이판에 올라갈 수 있는 아이는 한 순간에 한 명이다. 12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
서 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판 위에 올라가는 아이가 금을 밟는지, 돌멩이를 놓쳤는지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아이가 있었다. 혹은 남자아이들끼리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나 안 할

29) 평평한 마당에 놀이판을 그려 놓고 돌을 던진 후, 그림의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녀오는 놀이
(한국민속대백과 사전 검색. 검색일 2017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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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방치기 그
림 예시(산림청, 국립수
목원, 2015, p.17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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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건물

(교실)

교실 운동장

벤치 1 

벤치 2 

<그림 9> 푸른 초등학교 운동장 구조 

첫 번째 활동은 자기나무를 관찰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자기나무를 관찰하고 공유하기 
위해 아이들은 운동장의 한 면에 해당하는 약 150m정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림 8에서 
보이는 벤치1에서 벤치 2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에는 약 20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겨 있
었고, 산딸나무, 화살나무, 잣나무, 소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등 수종은 다양했다. 숲선생님은 
나무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아이들이 대답하는 모습으로 보아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나무를 
갖고 있음을 짐작했다. 숲선생님은 산책하듯 걸으면서 우리나라의 꽃 중에서 어느 색깔의 꽃
이 가장 많은지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그리고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라고 했다. 아이들이 목
소리를 내서, ‘노란 꽃’, ‘빨간 꽃’, ‘보라색’ 등을 이야기할 때 “땡~(틀렸다는 의미)”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빨간색을 맞추었을 때는 ‘빙고!’라고 하여 아이의 답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다.

산책하듯 걸어오는 길에서 만난 나무를 관찰하고 관찰일기를 기록해서 오는 것이 숙제였다. 
한 두 줄이더라도, 12명의 아이 중에서 10명이 숙제를 해 왔다. 그 중 한 아이는 잣나무의 그
림을 그려 추가적인 설명을 써왔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해 온 관찰일기를 공유하는 것
을 수줍게 생각하는 듯 보였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아이의 관찰일기 중 하나를 받아서 들고는 
읽기 시작했다.

박현수: 자~~ 잘 들어봐! 내가 정한 나무는 주목이다. 내가 정한 이유는 잎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잎이 많고 잎이 얇기 때문입니다. 아주 잣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어. 그 다음 사람 것

아이들: (구호를 외치듯 다 함께)오기돌보기! (아이들의 장난이 계속되면서 ‘잣나무(아이)’의 손을 잡
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빛으로 소통하신다.)

박현수: (다른 아이의 관찰일기를 받아 읽기 시작하신다) 벚나무. 내 이름은 벚나무이다. 벚나무는 
꽃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되게 맛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이: 똥이기 때문이다!
박현수: 벚나무는 열매가.. (아이가 그림 그리고 관찰일기 쓴 것을 가르치며) 이 친구는 모델링을 너

무 멋있게 했어. 본인이 한 거지?  

그렇게 세 명 정도 아이들의 관찰일기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공유되었다. 아이들은 숲
선생님에게 장난을 걸었다. 잣나무(아이)는 숲선생님의 모자를 벗기는 행동을 네 번 반복했다. 
처음에 숲선생님은 잣나무를 바라보며 ‘하지마’라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 잣나무의 장난이 이
어지자 숲선생님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 잣나무가 지속해서 장난을 할 때는 말하지 않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였다. 네 번
째 잣나무(아이)의 장난에 숲선생님은 잣나무의 손을 잡고 힘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아이들은 
관찰일기를 공유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숲선생님에게 몸으로, 말로 장난을 시도했고 관찰일
기를 공유하는 시간에 웃음과 이야기가 오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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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활동은 사방치기이다. 사방치기는 바닥에 네모난 그림을 그리
고 그 안에 숫자를 쓰고, 숫자에 돌멩이를 던져서 돌멩이가 없는 땅을 
순서대로 깨금발로 밟아 돌아오며 돌맹이를 잡는 놀이이다. 숲선생님이 
사방치기 그림을 운동장에 그리는 동안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하듯 큰 
목소리로 이야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다. 운동장에 사방치기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는 남자팀 여자팀 두 팀으로 나누어 놀이에 참여했다. 사
방치기29)에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1,2,3,4의 순서를 따라 돌
을 차며 다시 역으로 첫째 칸까지 나오면 되는 것이다. 사방치기 판을 
바닥에 그린 후 목자(돌)를 1번에 던져 놓고, 깨금발과 양발을 사용해서 
돌아오며 목자를 주워온다(산림청, 국립수목원, 2015).

선생님은 아이들이 사방치기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시범을 보여주었
다. 사방치기 놀이를 이전에 해 본 아이와, 처음 해보는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규칙을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가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돌을 어디에 던져야 하는 
것을 몰라서 옆 친구가 알려주기도 했다. 여기서는 금을 벗어나게 돌을 던지거나 아이가 깨금
발을 해야 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해 양발로 땅을 딛게 된 경우 ‘아웃’이라고 했다. 아웃된 아
이는 팀이 서 있는 줄의 가장 뒤로 가서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남자팀이 아
웃되면 여자팀으로, 여자팀이 아웃되면 남자팀으로 순서가 옮겨지며 놀이가 진행되었다. 놀이
는 모두 세 판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규칙을 익히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면, 두 번
째 판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돌을 던지고 금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세 번째 판
에서는 여자아이들만 ‘봐 준다’고 남자 아이들이 불만을 이야기 했다. 놀이판이 반복되면서 규
칙은 조금씩 수정되었고, 복잡해졌다. 손이 땅에 닿아도 아웃이고, 금을 조금만 밟아도 아웃이 
되었다. 

박현수: 이번에는 짚는데 두 손으로 잡는다던가 그러면 아웃이야.
아이: 왜요. 얘는 밟았는데.
박현수: 너는 안 밟은 줄 알아? 자 그러면 나와 나와. (아이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멀리 가려하자) 야 

막대기. 막대기.
박현수: 제자리에 앉아. 제자리에서(아이들이 스스로 그림도 다시 그리고 숫자도 다시 쓴다)
박현수: 오케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심판해. (두 팀을 보면서) 가위바위보. 대표로 해. 
아이들: (아이들 스스로)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 보. 
박현수: 다시. 됐어.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았는데) 한 발은 된다고 했잖아. 자~ 2번.

아이들의 손과 발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땅을 짚거나 돌을 던지면서 발로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금을 밟았는지 아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누구는 금을 ‘밟았다’ 
혹은 ‘안 밟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순서를 바꾸어갔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운동장 위에 
흐려진 그림을 스스로 다시 그리기도 했다.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었지만, 쉬는 시간이 
되었다. 

사방치기 놀이판에 올라갈 수 있는 아이는 한 순간에 한 명이다. 12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
서 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판 위에 올라가는 아이가 금을 밟는지, 돌멩이를 놓쳤는지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아이가 있었다. 혹은 남자아이들끼리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나 안 할

29) 평평한 마당에 놀이판을 그려 놓고 돌을 던진 후, 그림의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녀오는 놀이
(한국민속대백과 사전 검색. 검색일 2017년 7월 18일)

7 8

1 2

3

4 5

6

<그림 10> 사방치기 그
림 예시(산림청, 국립수
목원, 2015, p.17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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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요’라고 말하고 한 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놀이판에 
올라 깨금발로 뛰어 놀았다.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약속한 듯이 우루루 몰려 달려갔다. 3교시 수업이 <그
림 9>에서 보는 벤치 2 주변에서 이뤄졌는데 아이들이 달려가는 목적지는 벤치1로 보였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가로질러가는 아이가 있었다. 그렇게 아이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박현수 
숲선생님은 “너 달리기 잣나무하고 하면 누가 이길까? 한 번 해볼래?”라고 하며 두 아이가 
달리기를 하게 되었다. 달리기를 하고 돌아온 아이는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볼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4교시 수업시작 종소리가 울리면서 수업 초반에 나눠졌던 두 팀
이 모이게 되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운동장을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 금을 긋고 다시 약 
10m 정도 앞으로 나가 빨간 깃발과 하얀 깃발 두 개를 새웠다. 그 사이 다른 모둠을 이끌고 
있던 이은영 숲선생님이 ‘전부 다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며 흩어져있던 아이들을 모았다. 

세 번째 활동은 솔방울 하키이다. 솔방울 하키는 솔방울을 공으로 삼아 나뭇가지를 스틱으
로 활용하여 정해진 지점까지 다녀오는 활동이다. 두 팀으로 나누어 이어달리기 활동처럼 진
행되었고, 어떤 팀이 먼저 들어오는가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는 놀이였다. 골대로 세워둔 손바
닥 크기의 작은 깃발이 빨간색과 흰색이었던 것으로 홍팀, 백팀으로 팀의 이름이 정해졌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모둠 아이들에게 하키와 골프의 차이를 알려주며 하키이기 때
문에 때리지 않고 굴려야 한다는 팁을 전해주었다. 

박현수: 저 앞에 목표물 보이지요? 홍팀. 백팀. 여기는 홍팀. 여기는 백팀이야. 그러데 우리 뭐를 할
거냐면은 솔방울 하키 이어달리기야. 잘 들어 룰을 알려줄건데, 손으로 집어서 던지거나. 

아 이: (다른 아이가 줄서는데) 새치기 했어요.
박현수: 여기 왜 이래~~ 뒤로 가~~ 뒤로 가야 놀이를 하지. 봐봐.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 던지면 

안 돼. 손으로 스틱으로 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돌아오기야. 이어달리기. 그 다음 
사람에게. 홍팀 백팀. 의문점 있어요?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서는 안 돼.

한 팀이 12명으로 이뤄져서 깃발이 세워진 곳까지 다녀오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다. 어떤 
아이는 솔방울을 잘 굴리기도 했으나, 다른 아이는 솔방울이 너무 멀리까지 굴러가서 깃발을 
돌아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 사이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청팀 이겨라’, ‘백
팀 이겨라’ 등의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솔방울을 굴리며 깃
발을 돌아오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두 번 째 판을 하는 것까지 약 2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
다.

햇볕이 힘들었던 아이들은 마지막 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동했다. 숲선생님은 그늘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앉히고자 모둠별로 두 줄을 서라고 했다. 아이
들은 그늘을 찾아 바닥에 그대로 앉았다. 아이들이 서로 마주보
도록 하고 그 한쪽 끝에서 박현수 숲선생님은 큰 목소리로 마
지막 활동을 소개했다. 

네 번째 활동은 딱따구리(소리) 만들기로 끈을 잡 아당기면 딱
따구리 소리가 나는 만들기 활동이다. 아이들은 나 무 조각을 
받아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안내 받았다. 아 래 나무는 
딱따구리가 쪼아대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윗부분의 작은 동그란 
나무는 딱따구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림을 그리고 색칠
한 아이에게 끈을 나눠주어 묶도록 알려주었다. 10분 동안 아이들은 나무에 그림을 그린 후, 

<그림 11> 소리 
딱따구리(출처, 에코샵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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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사용하여 두 나무를 하나로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긴 끈에 매듭을 묶었다.

박현수: 오색딱따구리라고 생각하고, 일반 새의 모양을 그리던지, 새 모양 그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그린 사람
은 고무줄을 안 줄거야. 그 다음에 뒤판에는 오늘 날짜. 2015년 9월 18일 홍길동 하고 적어
주고, 홍길동이 어려우면 자기 나무이름 적어도 되고. 알았어요? (이은영 숲선생님께 그쪽에
서부터 나눠주라는 의미의 손짓을 한다).

숲선생님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곳 바로 옆에 작은 화단에서 아이들이 벌레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숲선생님은 그 애벌레를 잡아 입에 넣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건 보약이야, 
선생님이 먹을게”라고 했다. 아이는 “먹어 볼래요”라고 했다. “이따 생기면 너 줄게. 이거 
먹으면 총명해져”라는 이야기가 오갔다. 아이들은 만들기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기도 했고, 
박현수 숲선생님이 정말 애벌레를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짧은 순간 조용했다.

여러 아이들이 한 번에 만들기를 하고, 줄을 묶는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 비슷하여서 
숲선생님 앞으로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 들며 한 줄 기차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두 
나무 조각을 연결할 때 고무 밴드가 사용되었는데, 묶는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옆의 친구가 도와주기도 했다. 

아이: 선생님. 저만 안 줬어요. 선생님. 저만 안 줬습니다.
박현수: 묶어보세요. 적은 구멍에다가 줄을 끼워서 묶으세요. 
아이: 저 주세요. 저도 좀 해주세요.
박현수: 고무줄을 받았어? 네 자리 가있어. 고무줄 안 받은 사람? 
아이: 저요. 저요. 이렇게 해요?
박현수: 자. 앉아봐. 선생님 이야기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돼. 앉아. (크기가) 적은 나무에다가 

이것을 묶어주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작게 해서. 묶는 거 다 할 줄 알지?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렸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만들기 완성했고, 박현수 숲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소리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한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마치 울림통이 되도록 하여 딱따구리 나무 조각을 잡고 다른 손으로 힘 
있게 끈을 당기면 소리가 더 맑게 들린다고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설명을 들으며 직접 
해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재미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등의 인사말을 하고 교실로 
달려갔다.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아이 한명이 
선생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만들기까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90 분 동안 진행된 
숲교육이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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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요’라고 말하고 한 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놀이판에 
올라 깨금발로 뛰어 놀았다.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약속한 듯이 우루루 몰려 달려갔다. 3교시 수업이 <그
림 9>에서 보는 벤치 2 주변에서 이뤄졌는데 아이들이 달려가는 목적지는 벤치1로 보였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가로질러가는 아이가 있었다. 그렇게 아이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박현수 
숲선생님은 “너 달리기 잣나무하고 하면 누가 이길까? 한 번 해볼래?”라고 하며 두 아이가 
달리기를 하게 되었다. 달리기를 하고 돌아온 아이는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볼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4교시 수업시작 종소리가 울리면서 수업 초반에 나눠졌던 두 팀
이 모이게 되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운동장을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 금을 긋고 다시 약 
10m 정도 앞으로 나가 빨간 깃발과 하얀 깃발 두 개를 새웠다. 그 사이 다른 모둠을 이끌고 
있던 이은영 숲선생님이 ‘전부 다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며 흩어져있던 아이들을 모았다. 

세 번째 활동은 솔방울 하키이다. 솔방울 하키는 솔방울을 공으로 삼아 나뭇가지를 스틱으
로 활용하여 정해진 지점까지 다녀오는 활동이다. 두 팀으로 나누어 이어달리기 활동처럼 진
행되었고, 어떤 팀이 먼저 들어오는가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는 놀이였다. 골대로 세워둔 손바
닥 크기의 작은 깃발이 빨간색과 흰색이었던 것으로 홍팀, 백팀으로 팀의 이름이 정해졌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모둠 아이들에게 하키와 골프의 차이를 알려주며 하키이기 때
문에 때리지 않고 굴려야 한다는 팁을 전해주었다. 

박현수: 저 앞에 목표물 보이지요? 홍팀. 백팀. 여기는 홍팀. 여기는 백팀이야. 그러데 우리 뭐를 할
거냐면은 솔방울 하키 이어달리기야. 잘 들어 룰을 알려줄건데, 손으로 집어서 던지거나. 

아 이: (다른 아이가 줄서는데) 새치기 했어요.
박현수: 여기 왜 이래~~ 뒤로 가~~ 뒤로 가야 놀이를 하지. 봐봐.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 던지면 

안 돼. 손으로 스틱으로 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돌아오기야. 이어달리기. 그 다음 
사람에게. 홍팀 백팀. 의문점 있어요?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서는 안 돼.

한 팀이 12명으로 이뤄져서 깃발이 세워진 곳까지 다녀오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다. 어떤 
아이는 솔방울을 잘 굴리기도 했으나, 다른 아이는 솔방울이 너무 멀리까지 굴러가서 깃발을 
돌아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 사이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청팀 이겨라’, ‘백
팀 이겨라’ 등의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솔방울을 굴리며 깃
발을 돌아오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두 번 째 판을 하는 것까지 약 2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
다.

햇볕이 힘들었던 아이들은 마지막 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동했다. 숲선생님은 그늘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앉히고자 모둠별로 두 줄을 서라고 했다. 아이
들은 그늘을 찾아 바닥에 그대로 앉았다. 아이들이 서로 마주보
도록 하고 그 한쪽 끝에서 박현수 숲선생님은 큰 목소리로 마
지막 활동을 소개했다. 

네 번째 활동은 딱따구리(소리) 만들기로 끈을 잡 아당기면 딱
따구리 소리가 나는 만들기 활동이다. 아이들은 나 무 조각을 
받아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안내 받았다. 아 래 나무는 
딱따구리가 쪼아대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윗부분의 작은 동그란 
나무는 딱따구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그림을 그리고 색칠
한 아이에게 끈을 나눠주어 묶도록 알려주었다. 10분 동안 아이들은 나무에 그림을 그린 후, 

<그림 11> 소리 
딱따구리(출처, 에코샵홀씨)

- 46 -

줄을 사용하여 두 나무를 하나로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긴 끈에 매듭을 묶었다.

박현수: 오색딱따구리라고 생각하고, 일반 새의 모양을 그리던지, 새 모양 그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그린 사람
은 고무줄을 안 줄거야. 그 다음에 뒤판에는 오늘 날짜. 2015년 9월 18일 홍길동 하고 적어
주고, 홍길동이 어려우면 자기 나무이름 적어도 되고. 알았어요? (이은영 숲선생님께 그쪽에
서부터 나눠주라는 의미의 손짓을 한다).

숲선생님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곳 바로 옆에 작은 화단에서 아이들이 벌레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숲선생님은 그 애벌레를 잡아 입에 넣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건 보약이야, 
선생님이 먹을게”라고 했다. 아이는 “먹어 볼래요”라고 했다. “이따 생기면 너 줄게. 이거 
먹으면 총명해져”라는 이야기가 오갔다. 아이들은 만들기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기도 했고, 
박현수 숲선생님이 정말 애벌레를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짧은 순간 조용했다.

여러 아이들이 한 번에 만들기를 하고, 줄을 묶는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 비슷하여서 
숲선생님 앞으로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 들며 한 줄 기차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두 
나무 조각을 연결할 때 고무 밴드가 사용되었는데, 묶는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옆의 친구가 도와주기도 했다. 

아이: 선생님. 저만 안 줬어요. 선생님. 저만 안 줬습니다.
박현수: 묶어보세요. 적은 구멍에다가 줄을 끼워서 묶으세요. 
아이: 저 주세요. 저도 좀 해주세요.
박현수: 고무줄을 받았어? 네 자리 가있어. 고무줄 안 받은 사람? 
아이: 저요. 저요. 이렇게 해요?
박현수: 자. 앉아봐. 선생님 이야기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돼. 앉아. (크기가) 적은 나무에다가 

이것을 묶어주세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작게 해서. 묶는 거 다 할 줄 알지?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렸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만들기 완성했고, 박현수 숲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소리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한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마치 울림통이 되도록 하여 딱따구리 나무 조각을 잡고 다른 손으로 힘 
있게 끈을 당기면 소리가 더 맑게 들린다고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설명을 들으며 직접 
해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재미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등의 인사말을 하고 교실로 
달려갔다.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아이 한명이 
선생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만들기까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90 분 동안 진행된 
숲교육이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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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탐방 - “출발”

9시 정도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 정문 근처에서 이은영 숲선생님을 보았다. 숲선생님은 무
엇인가를 찾는 듯 여러 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앞의 <그림 7>에서 살펴본 푸른 초등학교의 벤
치1에는 여러 사람이 오고갔다. 후문이 가까이 있고, 운동장의 가장자리이며,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오는 문과 가장 가까운 벤치였다. 그곳에 네 명의 숲선생님이 모였다. 오늘은 행복
숲모임에서 참여관찰을 나왔다고 했다. 참여관찰을 하는 두 명의 숲선생님은 각 모둠에서 숲
교육을 함께 하였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숲을 둘러보면서 이전에 있던 벽오동나무가 
잘려진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학교숲의 바닥, 운동장 바닥, 나뭇가
지 등 곳곳을 살펴보는 일을 지속했다.

  오늘의 수업주제는 가을을 맞이한 학교숲에 있는 ‘씨앗과 열매’이다. 주제에 따라 네 가지 
활동이 준비되었다. 2교시에서는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자기 나무 관찰’, ‘열매 전달놀이’ 활
동을 하고, 3교시에는 ‘새 피리 만들기’와 ‘도토리야 굴러라’ 활동을 했다. 대부분의 식물은 가
을에 익은 열매를 갖는다. 계절적인 이유로 학교숲에는 열매가 많았다. 12명의 아이들이 한 
모둠으로 이은영 숲선생님과 함께 했다.

쉬는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고 담임선생님이 와서 인사를 하고 다시 교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네임펜을 들고 나왔다.

벤치1에 앉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맨날 와야지요”라고 이야기하며 그동안 만
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야기하였고, 숲선생님은 “운동회를 해서 날짜가 연기되었어요”라고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과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다. 아이들은 많은 이야기를 큰 목소리로 하고 
있었다. ‘아기돌보기’로 들리지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구호처럼 외치며 선생님의 뒤를 따르
고 있었다. 

처음의 활동은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놀이이다. 전래놀이 중 ‘동동동대문을 열어라’의 놀이
를 변형하여 ‘숲숲숲대문을 열어라’로 노랫말을 바꾸고, 잡힌 술래는 나무가 되어서 숲이 커지
는 것으로 의미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문이 되고 남은 11명이 지나갔는데, 이후 1
명이 추가로 나무가 되어 3명의 나무가 숲이 되었고 10명이 지나갔다. 놀이를 반복하면서 나
무(술래)로 잡히는 아이들이 늘었고 그래서 숲은 더 커졌다.   

이은영: 우리가 숲대문을 열어라 놀이 알지요. 그거 하면서 시작할거에요.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남자 아이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점핑을 하면서 앞뒤로 몸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숲으로 가자. 알았지요? 한 줄 기차. 

아이: 선생님 저 술래하기 싫어요. 
이은영: 누가 문이 될까? 저요 저요. 한 줄 기차. 천천히 다니기에요!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우리 모

두 다 함께 숲으로 가자. (한 아이가 잡혔다. 웃으면서)
아이: 예~~~(술래가 셋이 되어)
이은영: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숲으로 가자(한 사람 더 잡

아 술래가 4명이 되었다. 이제서야 수업시간 시작 종소리가 울린다)
이은영: 숲이 커졌어. 잡히는 친구는 나무 한 그루 심는거에요~~.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숲숲숲대문

을 열어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숲으로 가자(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놀이의 규칙이 잠
시 깨졌다).

그렇게 아이 3명이 남을 때까지 노래가 계속되었다. 3명이 남았는데 남자 아이들은 나무(술
래)가 되고 싶지 않은 듯 문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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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소리는 크게 들렸는데 아이 3명이 남을 때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작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숲선생님은 ‘다 잡힌 걸로 하겠습니다’라
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나무를 한 그루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숲을 천천히 걷는 동안 
숲선생님은 아이와 나무 이름이 짝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숲을 관찰할 수 있
도록 안내했다.

이은영: 자 선생님 보고! 우리가 숲을 살펴보면서. 숲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내 나무 열매는 어떻
게 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 이 나무는? 자작나무죠! 자작나
무 열매 떨어진 거 보자. 자작나무 열매 떨어 진 거 있나? 없죠? 아. 여기. 여기 친구가. 자작
나무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자작나무 열매 누구 열매지? 자작나무 친구 없어
요? (한 친구에게 열매를 주며)그렇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자작나무를 찾으시는 듯 확인
하며) 자작나무 가지고 있어. 뭐야. (뭔가 종이를 꺼내 준비). 

이은영: 조성민이가 자작나무지? 자작나무가 얼마 전까지는 초록색이었잖아. 초록색이었는데 얼마 전
까지는

이은영: 나무는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들: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학교숲을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나무를 찾고 이전에 보았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변화를 찾아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주목나무 앞에서 아이들은 주목나무 열매를 먹고, 산수유나무 앞에서는 산수유를 먹었다. 
모과나무 아래서는 모과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이들은 숲선생님을 따라 걸어갔다. 나무를 만
나기 위해서는 직접 몸을 움직여야 했다. 몸을 움직일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숲을 한 바퀴 둘러본 후에는 ‘열매전달놀이’를 했다. 12명의 아이와 숲선생님, 그리고 
참관선생님까지 14명이 동그랗게 운동장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숲선생님이 가방에서 꺼내는 
것들을 하나씩 나눠가졌다. 처음에는 열매 숟가락을 하나씩 받았다. 칠엽수(마로니에) 열매껍
질의 조각에 나무젓가락을 글루건으로 붙여서 숟가락처럼 만든 것이었다. 이 숟가락으로 열매
를 옆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놀이였다. 열매를 받으면서 열매의 이름을 같이 불러야 했다. 그
래서 옆 사람이 열매 이름을 듣고, 다른 옆 친구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입으로 열매 이름을 
따라 불렀다. 열매전달놀이에서는 장미나무, 은행나무, 피마자, 산수유, 맥문동, 잣나무, 가래
나무, 모감주나무, 호두나무, 사철나무, 칠엽수, 박주가리, 모과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의 열
매로 모두 15가지가 준비되었다.

이은영: 전달. 전달. 자 다됐나요? / 자 열매 전달 놀이 할 건데요. / 열매를 여기 숟가락에다가 / 숟
가락도 열매 껍질로 만들었어요.

아이: 무슨 열매에요?
이은영: 대학로에 많이 있는 마로니에 열매에요.
이은영: (열매를 전달하기 시작하며 말로는 옆 친구에게 전달해준다) 도토리 입니다. / 옆 친구에게

(전달해주자). 
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이은영: 응 떨어지지 않아야 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도토리는 스스로 굴러가기도 하지만
아이들: (전달하다가 떨어뜨리고 소리 지름). 아~!!!
이은영: 흙 담기 없어. 흙 담으면 안 돼. 도토리야. / 이거는 무슨 나무 열매일까? 장미 열매입니다. 

장미나무 열매입니다. 옆 친구에게 전달하기.
이은영: 장미나무 열매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떨어뜨리면 끝나. 
아이: 떨어뜨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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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탐방 - “출발”

9시 정도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 정문 근처에서 이은영 숲선생님을 보았다. 숲선생님은 무
엇인가를 찾는 듯 여러 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앞의 <그림 7>에서 살펴본 푸른 초등학교의 벤
치1에는 여러 사람이 오고갔다. 후문이 가까이 있고, 운동장의 가장자리이며,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오는 문과 가장 가까운 벤치였다. 그곳에 네 명의 숲선생님이 모였다. 오늘은 행복
숲모임에서 참여관찰을 나왔다고 했다. 참여관찰을 하는 두 명의 숲선생님은 각 모둠에서 숲
교육을 함께 하였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숲을 둘러보면서 이전에 있던 벽오동나무가 
잘려진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학교숲의 바닥, 운동장 바닥, 나뭇가
지 등 곳곳을 살펴보는 일을 지속했다.

  오늘의 수업주제는 가을을 맞이한 학교숲에 있는 ‘씨앗과 열매’이다. 주제에 따라 네 가지 
활동이 준비되었다. 2교시에서는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자기 나무 관찰’, ‘열매 전달놀이’ 활
동을 하고, 3교시에는 ‘새 피리 만들기’와 ‘도토리야 굴러라’ 활동을 했다. 대부분의 식물은 가
을에 익은 열매를 갖는다. 계절적인 이유로 학교숲에는 열매가 많았다. 12명의 아이들이 한 
모둠으로 이은영 숲선생님과 함께 했다.

쉬는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고 담임선생님이 와서 인사를 하고 다시 교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네임펜을 들고 나왔다.

벤치1에 앉은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맨날 와야지요”라고 이야기하며 그동안 만
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야기하였고, 숲선생님은 “운동회를 해서 날짜가 연기되었어요”라고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과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다. 아이들은 많은 이야기를 큰 목소리로 하고 
있었다. ‘아기돌보기’로 들리지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구호처럼 외치며 선생님의 뒤를 따르
고 있었다. 

처음의 활동은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놀이이다. 전래놀이 중 ‘동동동대문을 열어라’의 놀이
를 변형하여 ‘숲숲숲대문을 열어라’로 노랫말을 바꾸고, 잡힌 술래는 나무가 되어서 숲이 커지
는 것으로 의미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문이 되고 남은 11명이 지나갔는데, 이후 1
명이 추가로 나무가 되어 3명의 나무가 숲이 되었고 10명이 지나갔다. 놀이를 반복하면서 나
무(술래)로 잡히는 아이들이 늘었고 그래서 숲은 더 커졌다.   

이은영: 우리가 숲대문을 열어라 놀이 알지요. 그거 하면서 시작할거에요.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남자 아이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점핑을 하면서 앞뒤로 몸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숲으로 가자. 알았지요? 한 줄 기차. 

아이: 선생님 저 술래하기 싫어요. 
이은영: 누가 문이 될까? 저요 저요. 한 줄 기차. 천천히 다니기에요!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우리 모

두 다 함께 숲으로 가자. (한 아이가 잡혔다. 웃으면서)
아이: 예~~~(술래가 셋이 되어)
이은영: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숲으로 가자(한 사람 더 잡

아 술래가 4명이 되었다. 이제서야 수업시간 시작 종소리가 울린다)
이은영: 숲이 커졌어. 잡히는 친구는 나무 한 그루 심는거에요~~.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숲숲숲대문

을 열어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숲으로 가자(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놀이의 규칙이 잠
시 깨졌다).

그렇게 아이 3명이 남을 때까지 노래가 계속되었다. 3명이 남았는데 남자 아이들은 나무(술
래)가 되고 싶지 않은 듯 문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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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소리는 크게 들렸는데 아이 3명이 남을 때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작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숲선생님은 ‘다 잡힌 걸로 하겠습니다’라
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나무를 한 그루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숲을 천천히 걷는 동안 
숲선생님은 아이와 나무 이름이 짝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숲을 관찰할 수 있
도록 안내했다.

이은영: 자 선생님 보고! 우리가 숲을 살펴보면서. 숲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내 나무 열매는 어떻
게 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 이 나무는? 자작나무죠! 자작나
무 열매 떨어진 거 보자. 자작나무 열매 떨어 진 거 있나? 없죠? 아. 여기. 여기 친구가. 자작
나무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자작나무 열매 누구 열매지? 자작나무 친구 없어
요? (한 친구에게 열매를 주며)그렇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자작나무를 찾으시는 듯 확인
하며) 자작나무 가지고 있어. 뭐야. (뭔가 종이를 꺼내 준비). 

이은영: 조성민이가 자작나무지? 자작나무가 얼마 전까지는 초록색이었잖아. 초록색이었는데 얼마 전
까지는

이은영: 나무는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들: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학교숲을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나무를 찾고 이전에 보았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변화를 찾아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주목나무 앞에서 아이들은 주목나무 열매를 먹고, 산수유나무 앞에서는 산수유를 먹었다. 
모과나무 아래서는 모과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이들은 숲선생님을 따라 걸어갔다. 나무를 만
나기 위해서는 직접 몸을 움직여야 했다. 몸을 움직일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숲을 한 바퀴 둘러본 후에는 ‘열매전달놀이’를 했다. 12명의 아이와 숲선생님, 그리고 
참관선생님까지 14명이 동그랗게 운동장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숲선생님이 가방에서 꺼내는 
것들을 하나씩 나눠가졌다. 처음에는 열매 숟가락을 하나씩 받았다. 칠엽수(마로니에) 열매껍
질의 조각에 나무젓가락을 글루건으로 붙여서 숟가락처럼 만든 것이었다. 이 숟가락으로 열매
를 옆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놀이였다. 열매를 받으면서 열매의 이름을 같이 불러야 했다. 그
래서 옆 사람이 열매 이름을 듣고, 다른 옆 친구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입으로 열매 이름을 
따라 불렀다. 열매전달놀이에서는 장미나무, 은행나무, 피마자, 산수유, 맥문동, 잣나무, 가래
나무, 모감주나무, 호두나무, 사철나무, 칠엽수, 박주가리, 모과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의 열
매로 모두 15가지가 준비되었다.

이은영: 전달. 전달. 자 다됐나요? / 자 열매 전달 놀이 할 건데요. / 열매를 여기 숟가락에다가 / 숟
가락도 열매 껍질로 만들었어요.

아이: 무슨 열매에요?
이은영: 대학로에 많이 있는 마로니에 열매에요.
이은영: (열매를 전달하기 시작하며 말로는 옆 친구에게 전달해준다) 도토리 입니다. / 옆 친구에게

(전달해주자). 
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이은영: 응 떨어지지 않아야 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도토리는 스스로 굴러가기도 하지만
아이들: (전달하다가 떨어뜨리고 소리 지름). 아~!!!
이은영: 흙 담기 없어. 흙 담으면 안 돼. 도토리야. / 이거는 무슨 나무 열매일까? 장미 열매입니다. 

장미나무 열매입니다. 옆 친구에게 전달하기.
이은영: 장미나무 열매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떨어뜨리면 끝나. 
아이: 떨어뜨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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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피마자 열매입니다. 머릿기름을 만드는 피마자 열매입니다. 여자애들이 다 떨어뜨려요.

어떤 아이는 조심히 열매를 전달했지만, 중간에 열매가 숟가락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때 아이들은 ‘아~!’하는 소리를 냈다. 숲선생님은 간단하게 열매의 특징을 같이 전달해주기
도 했다. 열매 숟가락으로 흙을 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흙을 담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멈추었다. 그렇게 하나의 열매로 시작해서 14명을 돌아서 처음 숲선생님으로 돌아오기까
지 15가지 열매를 아이들은 모두 골고루 경험할 수 있었다. 이름을 부르면서 열매를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보는 활동이 이어졌고, 거의 끝나갈 때 종소리가 들렸다. 한 아이는 열매전달놀이
에서 만졌던 잣을 달라고 했고 다른 아이는 ‘선생님 저희 왜 못 놀아요? 자유시간주세요’라고 
했다. 

세 번째 활동은 ‘새 피리 만들기’ 이다. 동그란 나 무 조각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세 가지 종류의 그림 이었다. 하
나는 박새, 다른 하나는 쇠박새, 마지막은 곤줄박이 그림이었다. 
그림을 색칠하고 목걸이로 사용하기 위한 줄을 매달 아 피리소리
가 나는 입구부분을 불면 소리가 났다. 한 아이는 ‘방귀 방귀
(소리)’라고 했다. 숲선생님은 아무 때나 불지 않기로 약 속 하 자 고 
했다. 

이은영: 이게 피리에요. 선생님 목에 피리가 있어요. 선생님 목에 걸린 피리를 여러분이 좋아해서. 새
를 그리고 색칠을 예쁘게 하고 목에 친구들이 하나씩 달고 다니도록 우리 친구들 가지고 다
니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런 소리도 나고 이쪽으로 불면(선생님이 피리를 불어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준다).

아이1: (피리소리를 듣고) 아 방귀. 방귀.
이은영: 이런 소리가 나요. 알았죠? 여기 우리 앉아서 하자. 그냥.   
 
아이들은 네임펜을 받았다. 그림에 색칠을 하고 반대편에 날짜와 새 이름을 쓰도록 안내받

았다. 다 그린 아이들은 줄을 받아 목걸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리와 줄을 연결했다. 중간에 
피리를 부는 아이들은 피리를 이은영 숲선생님에게 주기도 했다. 피리를 아무 때나 불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돌려받았다. 

숲선생님은 가방에서 교구를 정리하는 듯 보였다. 열매 전달놀이에서 사용했던 보자기 크기
의 천을 펼쳐서 먼지를 털고 정리했고, 이후 열매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다. 아이들이 만
들기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 세 명의 아이가 남았는데, 세 명의 아이는 참관선생님이 돌봐주도
록 부탁한 후, 이후 프로그램을 위해서 숲선생님은 열매를 정리하며 몇 개의 도토리를 손에 
담아서 먼저 아이들과 이동했다. 다시 벤치1 근처로 돌아온 아이들은 근처에 있는 운동기구에 
올라가기도 했다. 

마지막 활동은 ‘도토리야 굴러라’이다. 천을 펼치고 아이들이 함께 가장자리를 잡도록 했다. 
‘도토리야 굴러라’는 천은 약 1.5m☓1.5m 정도 크기의 천에 도토리가 씨앗이 되기까지의 그
림이 간격을 둔 채로 그려져 있다. 멧돼지그림, 사람그림, 씨앗그림, 도토리 그림 등이 있어서 
그 그림사이를 도토리가 굴러가서 결국 씨앗이 되도록 여럿이 힘을 조절하는 놀이이다. 처음
에는 12명의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남자아이들과 여자 아이들로 두 팀이 나누어서 놀이를 진행했다. 

<그림 12> 새피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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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얘들아 살살 해야지.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되겠어? 남자친구들 힘 빼. 자. 흘러갑니다. 튕겨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힘이 넘치니까. 힘껏 튕겨보는 놀이부터 하고 마지막으로 나
무 한 그루 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팀을 정하겠어요. 여자 
친구들 먼저. 남자친구들 나중에.

그리고 처음에는 도토리야 굴러라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해서 힘껏 튕겨보는 활동으로 순
서가 변경되었다. 여자 친구들이 먼저 천을 잡고 도토리 하나를 가운데 놓아 튕기기 시작했
다. 여자 친구들은 3개를 튕기고 남자 친구들은 4번을 튕겼다. 여자 친구들이 다시 도토리 천
을 잡고 튕기는데, 서른 한 번을 튕겼다. 정글짐에 올라갔던 남자 친구들이 내려와서 천을 튕
겨서 열 네 개를 튕겼다. 그리고 수업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은영: 선생님 보세요. (이 씨앗 안에는)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줄기가 되는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씨앗이 하나가 나무가 되면 크게 되겠죠? 우리 3학년 7반 학생들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아 열심히 하기 바래요. 알았죠? 

 
그렇게 숲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바램을 전달하고 관찰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벤

치1에 둥그렇게 앉은 아이들은 관찰일기를 펴고 오늘 활동한 것, 자기 생각, 느낌, 소감 등을 
기록하라고 했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열매를 옮겨 주는 거 있었잖아’라고 알려주기도 했
다. 그렇게 관찰일기를 기록하는 한 편, 숲선생님은 아이들의 새피리를 가운데 모아보라고 했
다. 아이들이 피리를 모두 꺼내고 앞에 모아 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리를 
가져가도록 했다. 자기 피리를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안내와 함께 ‘토실토실 아기 돼지’ 노
래를 피리로 불렀다. 그리고 ‘실컷 불어’라는 안내에 따라 아이들은 크게 피리를 불었다. 

이은영: 얘들아 이쪽으로도 불어봐. 소리를 다양하게. 공기를 넣는 양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 실
컷 불어, 실컷. 발산!

그렇게 크게 피리소리가 들리고 나서 잠깐 조용해졌다. 숲선생님은 아무 곳에서나 피리를 
불지 않기를 당부하였고, 마지막으로 오늘 활동소감을 다섯 글자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이 있었다. “재미있었다”의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일곱 글자 이내로 조정하였을 때는 
“재미있었다”, “아주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맛이 있었다”, “그냥 그랬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장이 “차렷, 열중 셧, 선생님께 경례”를 하면서 아이들은 “안녕히 가세
요”로 화답하며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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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피마자 열매입니다. 머릿기름을 만드는 피마자 열매입니다. 여자애들이 다 떨어뜨려요.

어떤 아이는 조심히 열매를 전달했지만, 중간에 열매가 숟가락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때 아이들은 ‘아~!’하는 소리를 냈다. 숲선생님은 간단하게 열매의 특징을 같이 전달해주기
도 했다. 열매 숟가락으로 흙을 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흙을 담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멈추었다. 그렇게 하나의 열매로 시작해서 14명을 돌아서 처음 숲선생님으로 돌아오기까
지 15가지 열매를 아이들은 모두 골고루 경험할 수 있었다. 이름을 부르면서 열매를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보는 활동이 이어졌고, 거의 끝나갈 때 종소리가 들렸다. 한 아이는 열매전달놀이
에서 만졌던 잣을 달라고 했고 다른 아이는 ‘선생님 저희 왜 못 놀아요? 자유시간주세요’라고 
했다. 

세 번째 활동은 ‘새 피리 만들기’ 이다. 동그란 나 무 조각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세 가지 종류의 그림 이었다. 하
나는 박새, 다른 하나는 쇠박새, 마지막은 곤줄박이 그림이었다. 
그림을 색칠하고 목걸이로 사용하기 위한 줄을 매달 아 피리소리
가 나는 입구부분을 불면 소리가 났다. 한 아이는 ‘방귀 방귀
(소리)’라고 했다. 숲선생님은 아무 때나 불지 않기로 약 속 하 자 고 
했다. 

이은영: 이게 피리에요. 선생님 목에 피리가 있어요. 선생님 목에 걸린 피리를 여러분이 좋아해서. 새
를 그리고 색칠을 예쁘게 하고 목에 친구들이 하나씩 달고 다니도록 우리 친구들 가지고 다
니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런 소리도 나고 이쪽으로 불면(선생님이 피리를 불어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준다).

아이1: (피리소리를 듣고) 아 방귀. 방귀.
이은영: 이런 소리가 나요. 알았죠? 여기 우리 앉아서 하자. 그냥.   
 
아이들은 네임펜을 받았다. 그림에 색칠을 하고 반대편에 날짜와 새 이름을 쓰도록 안내받

았다. 다 그린 아이들은 줄을 받아 목걸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리와 줄을 연결했다. 중간에 
피리를 부는 아이들은 피리를 이은영 숲선생님에게 주기도 했다. 피리를 아무 때나 불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돌려받았다. 

숲선생님은 가방에서 교구를 정리하는 듯 보였다. 열매 전달놀이에서 사용했던 보자기 크기
의 천을 펼쳐서 먼지를 털고 정리했고, 이후 열매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다. 아이들이 만
들기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 세 명의 아이가 남았는데, 세 명의 아이는 참관선생님이 돌봐주도
록 부탁한 후, 이후 프로그램을 위해서 숲선생님은 열매를 정리하며 몇 개의 도토리를 손에 
담아서 먼저 아이들과 이동했다. 다시 벤치1 근처로 돌아온 아이들은 근처에 있는 운동기구에 
올라가기도 했다. 

마지막 활동은 ‘도토리야 굴러라’이다. 천을 펼치고 아이들이 함께 가장자리를 잡도록 했다. 
‘도토리야 굴러라’는 천은 약 1.5m☓1.5m 정도 크기의 천에 도토리가 씨앗이 되기까지의 그
림이 간격을 둔 채로 그려져 있다. 멧돼지그림, 사람그림, 씨앗그림, 도토리 그림 등이 있어서 
그 그림사이를 도토리가 굴러가서 결국 씨앗이 되도록 여럿이 힘을 조절하는 놀이이다. 처음
에는 12명의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남자아이들과 여자 아이들로 두 팀이 나누어서 놀이를 진행했다. 

<그림 12> 새피리 
만들기

- 50 -

이은영: 얘들아 살살 해야지.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되겠어? 남자친구들 힘 빼. 자. 흘러갑니다. 튕겨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힘이 넘치니까. 힘껏 튕겨보는 놀이부터 하고 마지막으로 나
무 한 그루 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팀을 정하겠어요. 여자 
친구들 먼저. 남자친구들 나중에.

그리고 처음에는 도토리야 굴러라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해서 힘껏 튕겨보는 활동으로 순
서가 변경되었다. 여자 친구들이 먼저 천을 잡고 도토리 하나를 가운데 놓아 튕기기 시작했
다. 여자 친구들은 3개를 튕기고 남자 친구들은 4번을 튕겼다. 여자 친구들이 다시 도토리 천
을 잡고 튕기는데, 서른 한 번을 튕겼다. 정글짐에 올라갔던 남자 친구들이 내려와서 천을 튕
겨서 열 네 개를 튕겼다. 그리고 수업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은영: 선생님 보세요. (이 씨앗 안에는)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줄기가 되는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씨앗이 하나가 나무가 되면 크게 되겠죠? 우리 3학년 7반 학생들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아 열심히 하기 바래요. 알았죠? 

 
그렇게 숲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바램을 전달하고 관찰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벤

치1에 둥그렇게 앉은 아이들은 관찰일기를 펴고 오늘 활동한 것, 자기 생각, 느낌, 소감 등을 
기록하라고 했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열매를 옮겨 주는 거 있었잖아’라고 알려주기도 했
다. 그렇게 관찰일기를 기록하는 한 편, 숲선생님은 아이들의 새피리를 가운데 모아보라고 했
다. 아이들이 피리를 모두 꺼내고 앞에 모아 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리를 
가져가도록 했다. 자기 피리를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안내와 함께 ‘토실토실 아기 돼지’ 노
래를 피리로 불렀다. 그리고 ‘실컷 불어’라는 안내에 따라 아이들은 크게 피리를 불었다. 

이은영: 얘들아 이쪽으로도 불어봐. 소리를 다양하게. 공기를 넣는 양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 실
컷 불어, 실컷. 발산!

그렇게 크게 피리소리가 들리고 나서 잠깐 조용해졌다. 숲선생님은 아무 곳에서나 피리를 
불지 않기를 당부하였고, 마지막으로 오늘 활동소감을 다섯 글자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이 있었다. “재미있었다”의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일곱 글자 이내로 조정하였을 때는 
“재미있었다”, “아주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맛이 있었다”, “그냥 그랬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장이 “차렷, 열중 셧, 선생님께 경례”를 하면서 아이들은 “안녕히 가세
요”로 화답하며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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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존중 - “여보세요. 친구들아”

학교 밖에서 숲교육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도룡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엄마들
이 아이들에게 숲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숲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처음에 조한나 숲
선생님이 엄마 인솔자와 이야기할 때는 초등학생 10명 내외의 아이만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
기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숲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의 동생과 그 부모를 포함하여 약 30명이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결국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숲교육의 모습이 되었
다.

이 수업의 주제는 ‘가을숲을 느끼기’이다. 교수학습지도안과는 다른 모양을 가진 숲교육의 
Q-sheet라고 할 수 있는 수업설계가 조한나 숲선생님의 손에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
들에게 보여줄 도룡풀 생태도감의 샘플과 함께 그 안에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샘플을 만들어 
왔다. Q-sheet에는 숲길에 대한 간략한 동선과 프로그램 진행의 내용과 순서, 활동시간 등이 
간략하게 적혀있었다.

<그림 13> 도룡풀 공원 
숲교육 Q-sheet 

<그림 14>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샘플

오늘의 활동은 2시간 동안 총 네 가지 활동이 계획되었다. 인사와 일정소개, 모둠나누기와 
마지막으로 소감나누기는 활동은 아니지만 순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도룡풀 생태공원은 동네 뒷산 같았다. 진입로에 여럿이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길목에서 만났다.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 2016년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숲교육이 이뤄
졌다.

참가하는 아이는 동생들을 포함해서 모두 스무 명이었다. 스무 명의 아이들은 크게 4개의 
모둠으로 나눠졌는데, 유아 모둠, 소나무, 큰 숲, 도룡풀 모둠으로 구분했다. 결국 한 모둠에 
5명의 아이가 있었고,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없는 모둠을 담당하여 마치 보조교사처럼 활동하
였다. 엄마들은 수업 중간에 자기 아이의 사진을 찍기를 원하거나, 아이가 활동하도록 격려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인솔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한나 숲선생님
은 준비물을 준비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견출지다. 숲선생님은 모둠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솔자
에게 아이들의 이름을 견출지에 적어 가슴에 붙이도록 안내했다. 모두 동일한 크기는 아니었
지만,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가슴에 붙여서 준비함으로 숲선생님이 이름을 보고 부를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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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조한나 숲선생님은 리듬망치를 두드렸다. “이거 치는대

로 박수 치는거야”라고 하면서 리듬망치를 두 번 두드리면 아이들이 두 번 박수치고, 세 번 
두드리면 세 번 박수를 쳤다. “오늘 친구들하고 우리 2시간동안 숲에서 지내는거야. 저는 조
한나입니다. 숲속이름은 생강나무에요.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강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며 
숲교육이 시작되었다.

조한나: 친구들아 친구들아. 오늘 선생님은 목소리를 조용히 할 거거든.
아이2: 안 들려요.
조한나: 그런데 너희가 조용히 하면 다 들려.

아이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다. 오늘 수업 내내 목소리가 작을 것이라고 아이
들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하면 된다고 했다.

선생님은 오늘 할 활동으로 도룡풀 생태도감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숲길에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처리하지 않은 분변이 있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칡으로 덮어두었지만, 아이들은 
“똥냄새 난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숲에 온 손님이고, 지나가는 분에게는 자리를 비켜주
자고 이야기 했다. 냄새도 나고 숲길에 다른 행인이 지나기도 하여서 숲선생님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10미터 정도 이동하였을 때 계단이 나타났는데, 선생님은 Q-sheet에는 
없지만, 미리 준비한 듯 아이들과 나뭇잎 가위바위보 활동을 이어갔다.

조한나: 친구들 여기 서보세요. (계단아래에서) 우리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가위바위보를 할 거에
요.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선생님을 이기는 사람은 두 칸씩 올라오세요. 두 칸! 똑같은 거 
내는 사람은 1칸, 지는 사람은 제자리에요. 그렇지? (1대20명이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 가위
바위 보. 똑 같은 거 낸 사람은 한 계단 올라오는거야.(목소리가 작은 선생님 뒤로 아이들이 
따라가며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 

계단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에 집중하여 단체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 어떤 아이는 
먼저 올라갔고, 어떤 아이는 조금 늦어졌다. 가위바위보를 서른 번 정도 리듬에 맞춰서 진행
할 즈음 한 아이가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아이5: 아 몰라 그냥 다 올라가.
조한나: 어 아니야.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아이들이 다 올라올 때까지 가위, 바

위, 보를 계속 한다.) 

아이는 다시 가위바위보를 시작했고, 그래서 마지막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 계단
을 밟을 때까지 가위바위보는 지속되었다. 

계단을 모두 올라온 것을 확인하면서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선생님이 
왜 보자기만 냈을까?” 선생님이 보자기만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다. 선
생님은 나뭇잎이고, 아이들은 애벌레인데, 애벌레는 나뭇잎 중에서 한 종류나 두 종류의 나뭇
잎만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숲길에 들어서며 산초나무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산초나무 잎사귀를 잘라서 조금
씩 맛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도착한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
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매미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고 대답했다. 숲에서 우리 사람들은 손
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시끄럽지 않게 예의 바르게 있다가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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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존중 - “여보세요. 친구들아”

학교 밖에서 숲교육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도룡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엄마들
이 아이들에게 숲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숲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처음에 조한나 숲
선생님이 엄마 인솔자와 이야기할 때는 초등학생 10명 내외의 아이만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
기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숲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의 동생과 그 부모를 포함하여 약 30명이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결국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숲교육의 모습이 되었
다.

이 수업의 주제는 ‘가을숲을 느끼기’이다. 교수학습지도안과는 다른 모양을 가진 숲교육의 
Q-sheet라고 할 수 있는 수업설계가 조한나 숲선생님의 손에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
들에게 보여줄 도룡풀 생태도감의 샘플과 함께 그 안에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샘플을 만들어 
왔다. Q-sheet에는 숲길에 대한 간략한 동선과 프로그램 진행의 내용과 순서, 활동시간 등이 
간략하게 적혀있었다.

<그림 13> 도룡풀 공원 
숲교육 Q-sheet 

<그림 14>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샘플

오늘의 활동은 2시간 동안 총 네 가지 활동이 계획되었다. 인사와 일정소개, 모둠나누기와 
마지막으로 소감나누기는 활동은 아니지만 순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도룡풀 생태공원은 동네 뒷산 같았다. 진입로에 여럿이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길목에서 만났다.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 2016년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숲교육이 이뤄
졌다.

참가하는 아이는 동생들을 포함해서 모두 스무 명이었다. 스무 명의 아이들은 크게 4개의 
모둠으로 나눠졌는데, 유아 모둠, 소나무, 큰 숲, 도룡풀 모둠으로 구분했다. 결국 한 모둠에 
5명의 아이가 있었고,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없는 모둠을 담당하여 마치 보조교사처럼 활동하
였다. 엄마들은 수업 중간에 자기 아이의 사진을 찍기를 원하거나, 아이가 활동하도록 격려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인솔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한나 숲선생님
은 준비물을 준비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견출지다. 숲선생님은 모둠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솔자
에게 아이들의 이름을 견출지에 적어 가슴에 붙이도록 안내했다. 모두 동일한 크기는 아니었
지만,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가슴에 붙여서 준비함으로 숲선생님이 이름을 보고 부를 수 있었

- 52 -

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에서 조한나 숲선생님은 리듬망치를 두드렸다. “이거 치는대

로 박수 치는거야”라고 하면서 리듬망치를 두 번 두드리면 아이들이 두 번 박수치고, 세 번 
두드리면 세 번 박수를 쳤다. “오늘 친구들하고 우리 2시간동안 숲에서 지내는거야. 저는 조
한나입니다. 숲속이름은 생강나무에요.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강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며 
숲교육이 시작되었다.

조한나: 친구들아 친구들아. 오늘 선생님은 목소리를 조용히 할 거거든.
아이2: 안 들려요.
조한나: 그런데 너희가 조용히 하면 다 들려.

아이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다. 오늘 수업 내내 목소리가 작을 것이라고 아이
들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하면 된다고 했다.

선생님은 오늘 할 활동으로 도룡풀 생태도감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숲길에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처리하지 않은 분변이 있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칡으로 덮어두었지만, 아이들은 
“똥냄새 난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숲에 온 손님이고, 지나가는 분에게는 자리를 비켜주
자고 이야기 했다. 냄새도 나고 숲길에 다른 행인이 지나기도 하여서 숲선생님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10미터 정도 이동하였을 때 계단이 나타났는데, 선생님은 Q-sheet에는 
없지만, 미리 준비한 듯 아이들과 나뭇잎 가위바위보 활동을 이어갔다.

조한나: 친구들 여기 서보세요. (계단아래에서) 우리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가위바위보를 할 거에
요.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선생님을 이기는 사람은 두 칸씩 올라오세요. 두 칸! 똑같은 거 
내는 사람은 1칸, 지는 사람은 제자리에요. 그렇지? (1대20명이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 가위
바위 보. 똑 같은 거 낸 사람은 한 계단 올라오는거야.(목소리가 작은 선생님 뒤로 아이들이 
따라가며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 

계단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에 집중하여 단체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 어떤 아이는 
먼저 올라갔고, 어떤 아이는 조금 늦어졌다. 가위바위보를 서른 번 정도 리듬에 맞춰서 진행
할 즈음 한 아이가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아이5: 아 몰라 그냥 다 올라가.
조한나: 어 아니야.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아이들이 다 올라올 때까지 가위, 바

위, 보를 계속 한다.) 

아이는 다시 가위바위보를 시작했고, 그래서 마지막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 계단
을 밟을 때까지 가위바위보는 지속되었다. 

계단을 모두 올라온 것을 확인하면서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선생님이 
왜 보자기만 냈을까?” 선생님이 보자기만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다. 선
생님은 나뭇잎이고, 아이들은 애벌레인데, 애벌레는 나뭇잎 중에서 한 종류나 두 종류의 나뭇
잎만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숲길에 들어서며 산초나무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산초나무 잎사귀를 잘라서 조금
씩 맛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도착한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
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매미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고 대답했다. 숲에서 우리 사람들은 손
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시끄럽지 않게 예의 바르게 있다가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곳



- 53 -

의 이름이 도룡풀인 것에 대하여 왜 이름이 도룡풀인지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그 중 한 
아이가 쌀이라고 맞추어서 박수쳐주었다. 이동하는 중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식물이름을 
묻거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묻기도 했다.

조한나: 그런데 친구들아 저기 분홍색 꽃이 무슨 꽃인줄 아니? 
아이들: 무궁화 꽃
조한나: 이거야 이거! 이게 저거랑 똑같은 꽃이잖아. 여기에 물이 흐를까 안 흐를까? 여기가 보면 물

길이야. 장마가 많이 지면은
아이: 넘쳐서 흐르죠?
조한나: 물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건데. 이거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

서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아이들: 고마와요~
조한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거 같아?
아이들: 청소 꽃 (다 함께 웃는다. 아하하하하~)
조한나: 고맙다고 그랬어. 고마운 꽃, 고마…리. 고마리, 물을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고마

리야. 이런거는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아이: 저거 파란거는 무슨 꽃이에요?
조한나: 어느거. 파란 꽃? 가만있어.
아이: 이 꽃 이름은 뭐에요?
조한나: 이 꽃 이름은 달개비라고 해. 오늘 여기서 풀이름 하나, 나무이름하나 또 뭐하나 알아갈까?

그렇게 풀이름, 나무 이름, 곤충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숲길을 이동하여 두 번째 다리에서 첫번 째 활동으로 ‘숲속 빙고’를 했다. 빙고놀이는 가로

세로를 3×3 혹은 5×5개의 칸을 만들어 줄이 연결되도록 만들고, 세 줄이나 다섯 줄이 연결되
도록 먼저 만든 사람이 ‘빙고’를 외치는 놀이이다. 숲선생님은 9개의 칸으로 구분된 숲속 빙고 
천을 바닥에 펼쳤다. 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숲선생님은 모양카드나 형용사카드, 혹은 
빈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몇 개의 카드를 각 빙고판 위에 올려놓았다. 삼각형 모양, 둥
근 모양, ‘똥’,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별 모양, 버섯 등 총 9개의 카드가 빙고판 
위에 올랐고, 아이들이 숲을 관찰하고 자연물을 찾아오도록 했다. 

조한나: 여기 좋다. 빙고놀이 하나 하고 가자.
아이: 빙고놀이 한다. 와. 이쪽에 밤 있었다. 밤.
조한나: 여기에 (보자기를) 필게요. 뭐라고 쓰여 있어? 빙고잖아 빙고. 누가 동그라미 하나 가지고 와

봐. (아이들도 선생님을 따라 목소리가 크지 않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 들리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크지 않다.) (곤충을 가리키며)안 물어 안 물어. 

엄마: 잠깐만 일어나.
조한나: 여기. 어르신들 지나가게 길은 조금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 (숲 속 빙고 판에 모양카드 내

용카드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신다.)
조한나: 이런 거 어려울까? 이거 너무 어렵지?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뭔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야. 한 가지는 뭐할까?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거 가지고 올까?

아이들은 각자 찾아와서 빙고판 위에 하나 둘 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놓아주기
도 하고, 이후에는 아이들이 직접 빙고판위에 올려놓았다. 어느 정도 빙고판이 가득 찼을 때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여보세요, 친구들아!” 그리고 빙고판 위에 올라온 자연물에 
대하여 하나 둘 설명해주었다.

버섯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 똥도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빙고판 위에 올라왔던 자
연물은 모두 돌려주는 것으로 하여서 숲의 한 가장자리에 모아놓고 이동하였다. 다음 동선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길이었다. 계단의 중간 즈음에서 조한나 숲선생님은 가장 앞서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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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한 줌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아보고는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흙냄새를 
맡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아무냄새 안나”, “향긋해”, “아 좋다”는 등의 표현을 하면서 냄새를 
맡고 숲길을 이동했다. 참가했던 엄마들도 모두 냄새를 맡았다.

숲길을 거의 올라가는 즈음에 엄마 인솔자가 숲선생님에게 와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작
게 이야기했다. 숲선생님은 여러 번 답사했기 때문에 맞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는 인솔자의 말을 따라서 혼자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간 길이 맞음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왔다.

숲선생님이 황톳길에 다다랐다. 숲선생님은 먼저 신발과 양말을 벗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아이들도 양말과 신발을 벗었다. 아이들은 자기 손에 신발을 들고 맨발로 숲길을 걸었다. 약 
3분정도 걸으면서 아프다는 아이도 있었고, 비틀비틀 걷는 아이, 소리 지르는 아이도 있었다. 
그 중 한 아이는 지렁이를 밟았다고 했다. 

사방공사처럼 나무로 흙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둔 곳을 벤치삼아 아이들이 길게 앉았
다. 엄마들은 물티슈를 전달하며 아이들이 발을 닦도록 도와주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그냥 
먼지를 손을 털어내고 양말과 신발을 신었다.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앞사람 어
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걷도록 했다. 애벌레가 되어 걸어보는 것이기에 조용히 걸어보라
고 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눈을 뜨고 걸었고, 그래서 조용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지속했다. 
애벌레 되기가 끝나갈 즈음 인솔자가 다시 와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숲선생님은 정자로 올라가자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하나 둘 정자에 도착한 아이들은 정
자에 걸터앉거나 엄마들이 가지고 온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리고 숲선생님은 엄마들에게 8
절지를 접어서 워크북을 만들 수 있도록 가위질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었다.

마지막 활동은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만들기였다. 숲선생님은 우유팩을 씻어서 네모로 잘라 
왔다. 그리고 미리 만든 샘플을 보여주며 모둠별로 같은 것을 하고,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안내했다.

조한나: 친구들아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들아 너희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어? 유치원 친구
들 말고 큰 친구들만. 할 수 있어? 

아이: 칼로요? 
조한나: 칼로 오릴건데. 여기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가장자리 테두리를 남긴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친구들아.
엄마: 애들아 집중.
조한나: (선생님이 직접 그려서 보여주시며) 이렇게 테두리부터 그린 다음에. 한 가지만 하자, 한가

지. 나뭇잎을 하던가. 밤 하나를 그리거나. 도토리를 하나 그러던가. 친구들아. 모둠 별로 같
은 거 그릴까? 

아이: 네네
조한나: 너희 모둠은 뭐 그릴거야? 간단하게, 너희는 나뭇잎? 너희는 도토리? 자 이렇게 테두리부터 

그린 다음에. 지우게 안 써도 돼.
조한나: 가위로 여기 자르시면 되요. 어머님들이 도와 주면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모둠은 하나의 그림을 서로 다르게 그렸다. 그림을 다 그린 아이는 숲선생님에

게 가지고 와서 확인을 받았는데, 경계선을 그려서 파내야 하는 공간에 √ 표시해 주었다.  
우유팩의 크기가 손바닥크기와 비슷했다. 파내기 위해서 칼을 사용할 때, 바닥에 대고 칼을 

그을 두꺼운 판을 준비하였고, 커터칼을 아주 조금만 내서 사용하도록 했다. 어떤 아이는 직
접 칼을 사용하였고 다른 아이는 엄마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오려내는 과정에서 더 오리고 싶은데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아이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왔
을 때, 숲선생님은 오릴 부분을 다시 표시해서 건네주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고 파낸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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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이 도룡풀인 것에 대하여 왜 이름이 도룡풀인지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그 중 한 
아이가 쌀이라고 맞추어서 박수쳐주었다. 이동하는 중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식물이름을 
묻거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묻기도 했다.

조한나: 그런데 친구들아 저기 분홍색 꽃이 무슨 꽃인줄 아니? 
아이들: 무궁화 꽃
조한나: 이거야 이거! 이게 저거랑 똑같은 꽃이잖아. 여기에 물이 흐를까 안 흐를까? 여기가 보면 물

길이야. 장마가 많이 지면은
아이: 넘쳐서 흐르죠?
조한나: 물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건데. 이거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

서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아이들: 고마와요~
조한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거 같아?
아이들: 청소 꽃 (다 함께 웃는다. 아하하하하~)
조한나: 고맙다고 그랬어. 고마운 꽃, 고마…리. 고마리, 물을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고마

리야. 이런거는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아이: 저거 파란거는 무슨 꽃이에요?
조한나: 어느거. 파란 꽃? 가만있어.
아이: 이 꽃 이름은 뭐에요?
조한나: 이 꽃 이름은 달개비라고 해. 오늘 여기서 풀이름 하나, 나무이름하나 또 뭐하나 알아갈까?

그렇게 풀이름, 나무 이름, 곤충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숲길을 이동하여 두 번째 다리에서 첫번 째 활동으로 ‘숲속 빙고’를 했다. 빙고놀이는 가로

세로를 3×3 혹은 5×5개의 칸을 만들어 줄이 연결되도록 만들고, 세 줄이나 다섯 줄이 연결되
도록 먼저 만든 사람이 ‘빙고’를 외치는 놀이이다. 숲선생님은 9개의 칸으로 구분된 숲속 빙고 
천을 바닥에 펼쳤다. 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숲선생님은 모양카드나 형용사카드, 혹은 
빈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몇 개의 카드를 각 빙고판 위에 올려놓았다. 삼각형 모양, 둥
근 모양, ‘똥’,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별 모양, 버섯 등 총 9개의 카드가 빙고판 
위에 올랐고, 아이들이 숲을 관찰하고 자연물을 찾아오도록 했다. 

조한나: 여기 좋다. 빙고놀이 하나 하고 가자.
아이: 빙고놀이 한다. 와. 이쪽에 밤 있었다. 밤.
조한나: 여기에 (보자기를) 필게요. 뭐라고 쓰여 있어? 빙고잖아 빙고. 누가 동그라미 하나 가지고 와

봐. (아이들도 선생님을 따라 목소리가 크지 않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 들리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크지 않다.) (곤충을 가리키며)안 물어 안 물어. 

엄마: 잠깐만 일어나.
조한나: 여기. 어르신들 지나가게 길은 조금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 (숲 속 빙고 판에 모양카드 내

용카드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신다.)
조한나: 이런 거 어려울까? 이거 너무 어렵지?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뭔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야. 한 가지는 뭐할까?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거 가지고 올까?

아이들은 각자 찾아와서 빙고판 위에 하나 둘 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놓아주기
도 하고, 이후에는 아이들이 직접 빙고판위에 올려놓았다. 어느 정도 빙고판이 가득 찼을 때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여보세요, 친구들아!” 그리고 빙고판 위에 올라온 자연물에 
대하여 하나 둘 설명해주었다.

버섯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 똥도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빙고판 위에 올라왔던 자
연물은 모두 돌려주는 것으로 하여서 숲의 한 가장자리에 모아놓고 이동하였다. 다음 동선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길이었다. 계단의 중간 즈음에서 조한나 숲선생님은 가장 앞서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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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한 줌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아보고는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흙냄새를 
맡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아무냄새 안나”, “향긋해”, “아 좋다”는 등의 표현을 하면서 냄새를 
맡고 숲길을 이동했다. 참가했던 엄마들도 모두 냄새를 맡았다.

숲길을 거의 올라가는 즈음에 엄마 인솔자가 숲선생님에게 와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작
게 이야기했다. 숲선생님은 여러 번 답사했기 때문에 맞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는 인솔자의 말을 따라서 혼자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간 길이 맞음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왔다.

숲선생님이 황톳길에 다다랐다. 숲선생님은 먼저 신발과 양말을 벗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아이들도 양말과 신발을 벗었다. 아이들은 자기 손에 신발을 들고 맨발로 숲길을 걸었다. 약 
3분정도 걸으면서 아프다는 아이도 있었고, 비틀비틀 걷는 아이, 소리 지르는 아이도 있었다. 
그 중 한 아이는 지렁이를 밟았다고 했다. 

사방공사처럼 나무로 흙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둔 곳을 벤치삼아 아이들이 길게 앉았
다. 엄마들은 물티슈를 전달하며 아이들이 발을 닦도록 도와주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그냥 
먼지를 손을 털어내고 양말과 신발을 신었다.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앞사람 어
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걷도록 했다. 애벌레가 되어 걸어보는 것이기에 조용히 걸어보라
고 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눈을 뜨고 걸었고, 그래서 조용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지속했다. 
애벌레 되기가 끝나갈 즈음 인솔자가 다시 와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숲선생님은 정자로 올라가자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하나 둘 정자에 도착한 아이들은 정
자에 걸터앉거나 엄마들이 가지고 온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리고 숲선생님은 엄마들에게 8
절지를 접어서 워크북을 만들 수 있도록 가위질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었다.

마지막 활동은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만들기였다. 숲선생님은 우유팩을 씻어서 네모로 잘라 
왔다. 그리고 미리 만든 샘플을 보여주며 모둠별로 같은 것을 하고,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안내했다.

조한나: 친구들아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들아 너희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어? 유치원 친구
들 말고 큰 친구들만. 할 수 있어? 

아이: 칼로요? 
조한나: 칼로 오릴건데. 여기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가장자리 테두리를 남긴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친구들아.
엄마: 애들아 집중.
조한나: (선생님이 직접 그려서 보여주시며) 이렇게 테두리부터 그린 다음에. 한 가지만 하자, 한가

지. 나뭇잎을 하던가. 밤 하나를 그리거나. 도토리를 하나 그러던가. 친구들아. 모둠 별로 같
은 거 그릴까? 

아이: 네네
조한나: 너희 모둠은 뭐 그릴거야? 간단하게, 너희는 나뭇잎? 너희는 도토리? 자 이렇게 테두리부터 

그린 다음에. 지우게 안 써도 돼.
조한나: 가위로 여기 자르시면 되요. 어머님들이 도와 주면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모둠은 하나의 그림을 서로 다르게 그렸다. 그림을 다 그린 아이는 숲선생님에

게 가지고 와서 확인을 받았는데, 경계선을 그려서 파내야 하는 공간에 √ 표시해 주었다.  
우유팩의 크기가 손바닥크기와 비슷했다. 파내기 위해서 칼을 사용할 때, 바닥에 대고 칼을 

그을 두꺼운 판을 준비하였고, 커터칼을 아주 조금만 내서 사용하도록 했다. 어떤 아이는 직
접 칼을 사용하였고 다른 아이는 엄마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오려내는 과정에서 더 오리고 싶은데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아이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왔
을 때, 숲선생님은 오릴 부분을 다시 표시해서 건네주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고 파낸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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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을 찾아서 테이프로 붙였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렸고, 각기 다른 나뭇잎을 
붙였다. 그리고 햇빛에 비춰보라는 이야기에 완성한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햇빛에 비춰보기
도 했다. 이때 아이들은 “아 예쁘다!”고 감탄을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
이 있었다.

한나: 느낌이 어때?
아이: 재미있었어요
조한나: 햇빛이 비추니까. 맞어 맞어 맞어. 예쁘게 보이는 게 뭐 때문이야. 친구들아 우리 이제 마무

리 하자. 친구들아 우유팩이 뭘로 만든 거야?
아이: 나무
조한나: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몇 번까지 재활용해야 해? 9번 재활용 하는거야. 종이는. 종이는 9번

까지 재활용해야 해. 안 그러면 나무 자꾸 베야 하잖아. 나무는 자라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 박수 세 번 시작. 오늘 친구들이 도룡풀 공원에 와서 오늘 느
낀 소감 한 마디씩만 할게요.

아이: 재미 있었어
조한나: 또. 
아이: 맨발로 걷는 거 재미있었어
조한나: 친구는 오늘 뭐 느꼈어? 친구는?
아이: 산이 좋다. 산에 오니까 기분이 좋다. 생각 안 남. 
조한나: 열심히 부모님들이랑 같이 참가해서 했는데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아이들과 2시간 동안의 숲교육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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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번째 수업나눔. 자기이해 – “목욕탕에 와 있는거야”, “두려운 마음으로”

세 명의 숲선생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행복숲모임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있기도 했으나, 자신의 수업영상을 보기 위한 자리는 처음이었다. 모인 장소는 지하
철역에서 가까운 모임 공간으로 ‘마리’를 활용했다. 마리에 예약한 공간은 3m×3m 보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었다. 테이블 두 개는 마주보고 붙어있고, 한 개는 세로로 붙어있었다. 
다른 면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준비되어있었다. 수업영상은 외장하드에 담아 컴퓨터에서 
재생시키며 함께 보았다. 수업나눔에 대한 영상을 촬영
하기 위하여 공간의 한쪽에 캠코더를 설치하 고, 수업나
눔의 시작과 끝까지 촬영하였다. 수업나눔이 진 행 되 었 던 
공간은 <그림 13>과 같았다. 4회의 수업나눔 에서 세 숲
선생님은 의자 1,2,3에 번갈아 앉았고, 연구 자는 의자5
에 앉았다.

 
숲선생님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수업영상 을 촬영하고 

수업나눔에 참가했다. 숲선생님들이 함께 보 낸 시간은 5
년 이상이었다. 행복숲에는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이 있고, 한 번은 모니터링을 한다. 숲교육
마다 기획회의, 준비모임, 수업평가모임 등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숲교육 장소가 다르면 마주
칠 기회가 적고, 숲교육 장소가 같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세 숲선생님의 행복숲에 합류한 시점은 서로 달랐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5기(2009), 박현수 
숲선생님이 6기(2010), 이은영 숲선생님은 7기(2011)이다. 조한나 숲선생님과 박현수 숲선생
님은 미림숲에서 2년 동안(2010, 2011)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청소년 숲
교실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세 숲선생님은 행복숲 모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락산 숲
가꿈이 프로그램에서 3년 동안(2014~2016)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다길구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해설사로 3년간 활동하였고, 이와 함께 숲해
설가협회에서 양성과정을 마치고 숲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랑습지 생태공원, 미림숲, 
창신공원, 파란산 생태공원은 박현수 숲선생님이 몇 년간 지속해서 숲교육을 진행한 장소이
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2008년 초록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원예치료
사와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추가로 갖고 있다. 소망구 자연생태강사로 활동하며, 바다구 갈숲
여행에서 6년간 숲교육을 진행하고, 광명천에서 4년간 숲교육을 이끌고 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2009년 미림생명의숲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이때 미림생명의숲의 양
성은 산림청의 인증범위 밖에 있었다. 그래서 양성과정을 이수했으나, 산림청의 인증은 받지 
못했다. 이후 자연환경해설사, 도시농업전문가, 원예치료사,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자격을 추가
로 갖고 숲교육 현장을 이끌고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희망숲, 미림숲, 하늘대학교 식물원 
등의 공간에서 숲교육을 이끌었고, 사회복지 숲교육을 7년 정도, 스쿨팜 활동도 3년 이상 지
속하고 있었다.

  
세 편의 수업영상으로 시작한 수업나눔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업나눔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인 숲선생님 모두에게 처음 하는 경험이었다. 연구자는 수업
나눔 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Chabris & Simons, 2011)30)’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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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수업나눔 진행 공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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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을 찾아서 테이프로 붙였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렸고, 각기 다른 나뭇잎을 
붙였다. 그리고 햇빛에 비춰보라는 이야기에 완성한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햇빛에 비춰보기
도 했다. 이때 아이들은 “아 예쁘다!”고 감탄을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
이 있었다.

한나: 느낌이 어때?
아이: 재미있었어요
조한나: 햇빛이 비추니까. 맞어 맞어 맞어. 예쁘게 보이는 게 뭐 때문이야. 친구들아 우리 이제 마무

리 하자. 친구들아 우유팩이 뭘로 만든 거야?
아이: 나무
조한나: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몇 번까지 재활용해야 해? 9번 재활용 하는거야. 종이는. 종이는 9번

까지 재활용해야 해. 안 그러면 나무 자꾸 베야 하잖아. 나무는 자라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 박수 세 번 시작. 오늘 친구들이 도룡풀 공원에 와서 오늘 느
낀 소감 한 마디씩만 할게요.

아이: 재미 있었어
조한나: 또. 
아이: 맨발로 걷는 거 재미있었어
조한나: 친구는 오늘 뭐 느꼈어? 친구는?
아이: 산이 좋다. 산에 오니까 기분이 좋다. 생각 안 남. 
조한나: 열심히 부모님들이랑 같이 참가해서 했는데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아이들과 2시간 동안의 숲교육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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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번째 수업나눔. 자기이해 – “목욕탕에 와 있는거야”, “두려운 마음으로”

세 명의 숲선생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행복숲모임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있기도 했으나, 자신의 수업영상을 보기 위한 자리는 처음이었다. 모인 장소는 지하
철역에서 가까운 모임 공간으로 ‘마리’를 활용했다. 마리에 예약한 공간은 3m×3m 보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었다. 테이블 두 개는 마주보고 붙어있고, 한 개는 세로로 붙어있었다. 
다른 면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준비되어있었다. 수업영상은 외장하드에 담아 컴퓨터에서 
재생시키며 함께 보았다. 수업나눔에 대한 영상을 촬영
하기 위하여 공간의 한쪽에 캠코더를 설치하 고, 수업나
눔의 시작과 끝까지 촬영하였다. 수업나눔이 진 행 되 었 던 
공간은 <그림 13>과 같았다. 4회의 수업나눔 에서 세 숲
선생님은 의자 1,2,3에 번갈아 앉았고, 연구 자는 의자5
에 앉았다.

 
숲선생님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수업영상 을 촬영하고 

수업나눔에 참가했다. 숲선생님들이 함께 보 낸 시간은 5
년 이상이었다. 행복숲에는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이 있고, 한 번은 모니터링을 한다. 숲교육
마다 기획회의, 준비모임, 수업평가모임 등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숲교육 장소가 다르면 마주
칠 기회가 적고, 숲교육 장소가 같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세 숲선생님의 행복숲에 합류한 시점은 서로 달랐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5기(2009), 박현수 
숲선생님이 6기(2010), 이은영 숲선생님은 7기(2011)이다. 조한나 숲선생님과 박현수 숲선생
님은 미림숲에서 2년 동안(2010, 2011)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청소년 숲
교실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세 숲선생님은 행복숲 모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락산 숲
가꿈이 프로그램에서 3년 동안(2014~2016)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다길구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해설사로 3년간 활동하였고, 이와 함께 숲해
설가협회에서 양성과정을 마치고 숲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랑습지 생태공원, 미림숲, 
창신공원, 파란산 생태공원은 박현수 숲선생님이 몇 년간 지속해서 숲교육을 진행한 장소이
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2008년 초록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원예치료
사와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추가로 갖고 있다. 소망구 자연생태강사로 활동하며, 바다구 갈숲
여행에서 6년간 숲교육을 진행하고, 광명천에서 4년간 숲교육을 이끌고 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2009년 미림생명의숲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이때 미림생명의숲의 양
성은 산림청의 인증범위 밖에 있었다. 그래서 양성과정을 이수했으나, 산림청의 인증은 받지 
못했다. 이후 자연환경해설사, 도시농업전문가, 원예치료사,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자격을 추가
로 갖고 숲교육 현장을 이끌고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희망숲, 미림숲, 하늘대학교 식물원 
등의 공간에서 숲교육을 이끌었고, 사회복지 숲교육을 7년 정도, 스쿨팜 활동도 3년 이상 지
속하고 있었다.

  
세 편의 수업영상으로 시작한 수업나눔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업나눔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인 숲선생님 모두에게 처음 하는 경험이었다. 연구자는 수업
나눔 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Chabris & Simons, 2011)30)’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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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수업나눔 진행 공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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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이기 하며, 이 수업
나눔은 누구의 단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이 공간 밖에서 수업나눔에 대
한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때 조한나 숲선생님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성장
을 위해서만, 발설은 안 하고”라고 스스로 정리했다. 처음에는 영상을 보고 대화를 풀어 나가
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이후에는 수업나눔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차 내용 장소와 일시 참석인원

1회
숲교육 수업나눔

-관점나누기(도입)
-박현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2015년 12월 1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2회
숲교육 수업나눔

-이은영 선생님 수업 전체 수업나눔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3회
숲교육 수업나눔

-조한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2016년 1월 5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4회

숲교육 수업나눔
-조한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박현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수업나눔 마무리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표 13> 숲교육 수업나눔 진행상황

  
첫 번째로 모인 수업나눔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사례를 다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

다31). 보이지 않는 고릴라(Chabris & Simons, 2011)의 사례에서 하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숫자를 세어보기 시작했다. 1분 30초 정도 되는 시간동안 몇 번 
패스되고 있는지 세어보았을 때, 박현수 숲선생님은 12번, 조한나 숲선생님은 11번이라고 했
다. 영상에서는 모두 15번이 패스되었다고 했다. 이때, 혹시 움직이는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
을 때, 세 숲선생님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고릴라가 있었다고 말하고 영상을 보니 고릴
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때 다시 변화된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했는데, 중
간에 커튼색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고 영상을 다시 보니 커튼색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말 안 하면 모르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의 자전거의 사례를 공유했다32).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의 구조를 그려보라고 했던 실험이다. 실험에서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작동가능한 자전거는 없었다고 한다. 실험사례를 소개하며 자전거를 타는 것과 자전거
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짐작했다.

수업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만 발
설은 안하고”라며 이야기했다. 그 중 자신의 수업을 오픈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를 안다는 것
이 전부이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모습은 안 보이니까”, “목욕
탕에 와 있는거야”라고 이야기 했다.

30) 보이지 않는 고릴라 홈페이지 http://www.invisiblegorilla.com/참고
31) 2014년에 수업보기의 주제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32) 보이지 않는 고릴라 홈페이지 http://www.invisiblegorilla.com/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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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숲선생님의 수업영상은 박현수-이은영-조한나의 순서로 보기로 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수업 영상이 시작되었고, 세 숲선생님은 집중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약 10분 분량의 영
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10분 분량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
다. 그러나 영상의 중간 중간에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으면, “3학
년”이라고 대답이 오가는 모습이었다. 영상을 보면서 메모하는 숲선생님도 있었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기도 했다. 10분 정도 영상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
다.

이은영: 쟤네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본래 저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 알아. 다 
들어. 저 시기는. 재잘재잘 재잘 밖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
업할 때 참 집중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횟수가 갈수록 그런 것을 느껴요. 쟤네들
은 갈수록 아는 것도 생기고, 아는 척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박현수: 하다보니까 암암리에 말을 많이 하는 놈들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줘야 해. 안 해
주니까 지 혼자 떠드는 거야. 내가 아쉬운 것은 고정적으로 하면은 진정으로 숲에 대한 자연
에 대한 것이 교육이 머리에 남지 않을까? 아쉬운 것은 수박 겉핥기로 흘러가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첫 회 두 번째 까지는 진지하게 했죠. 자기 나무를 하나씩 정해서 기록일
지에도 변화를 써가지고 했는데, 6월 메르스 때문에(시간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기다렸다
가 이 수업이 아닌가봐. 이번에 왜 지난 번 안 나오셨어요? 하는 것이 진지한 면을 아이들 
가슴에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워(FESL1-15)33).

숲선생님은 숲교육이 연기되게 된 것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 했다.

조한나: 저는 궁금한 것이 주제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수업의 1회에서 10회까지 전체적인 제목은 뭐
였어요? 매 번의 주제는 있지만, 총 주제.

이은영: 총 주제는 학교숲이지요. “학교숲에서 함께 놀자.” 저기 숲이 우리 생명의 숲에서 심은 것. 
학교숲 활용교육. 수업이 봄에 들어갔으면 좋을텐데. 5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조한나: 목표는 그 아이 하나가 한 나무를 알자는 것인데
박현수: 그것을 더불어서 다른 것까지. 자기나무를 확실히 알자고.
이은영: 나무에 대한 거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자기 나무에 대한 것 확실히 알아서 관찰일지 쓰는 것

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덕택에 학교에 있는 나무. 아이들이 12개명이면 12개의 나무. 이거 
누구 나무지? 화살나무. 이거 키가 작구나 그런 특징 등을 알게 되었지요.

수업 나눔 중간에 떠오르는 질문은 그대로 전달되었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로 들을 수 
있었다.

박현수: 제대로 흘렀으면 짤막하더라도 그 때 그 때 나무의 변화를 기록만 했어도 재들에게 큰 도움
이 되었을텐데, 한 두 명은 나름대로 좀 했어요. 그림도 그려가면서 했는데. 나머지는 관찰일
지를 가져왔다 말았다가 하니까. 말로 때우고

조한나: 맞아요. 그런게 잘 안되지요? 관찰일지 쓰는 게 목표인 거죠.

 세 숲선생님은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것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
가 있었다. 아이들이 관찰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하는 일에 대한 이야
기였다. 아이들이 관찰을 숙제로 하면 해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관찰을 10

33) 이하 수업나눔의 데이터 코드는 데이터가 연결되는 곳에서는 표시하지 않고, 데이터가 끝나는 지점
에서 한 번만 표시하였다.

http://www.invisiblegorilla.com/
http://www.invisiblegor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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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이기 하며, 이 수업
나눔은 누구의 단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이 공간 밖에서 수업나눔에 대
한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때 조한나 숲선생님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성장
을 위해서만, 발설은 안 하고”라고 스스로 정리했다. 처음에는 영상을 보고 대화를 풀어 나가
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이후에는 수업나눔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차 내용 장소와 일시 참석인원

1회
숲교육 수업나눔

-관점나누기(도입)
-박현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2015년 12월 1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2회
숲교육 수업나눔

-이은영 선생님 수업 전체 수업나눔

2015년 12월 15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3회
숲교육 수업나눔

-조한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2016년 1월 5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4회

숲교육 수업나눔
-조한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박현수 선생님 수업 1/2 수업나눔
-수업나눔 마무리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1시
홍대입구 모임공간 마리

4명

<표 13> 숲교육 수업나눔 진행상황

  
첫 번째로 모인 수업나눔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사례를 다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

다31). 보이지 않는 고릴라(Chabris & Simons, 2011)의 사례에서 하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숫자를 세어보기 시작했다. 1분 30초 정도 되는 시간동안 몇 번 
패스되고 있는지 세어보았을 때, 박현수 숲선생님은 12번, 조한나 숲선생님은 11번이라고 했
다. 영상에서는 모두 15번이 패스되었다고 했다. 이때, 혹시 움직이는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
을 때, 세 숲선생님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고릴라가 있었다고 말하고 영상을 보니 고릴
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때 다시 변화된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했는데, 중
간에 커튼색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고 영상을 다시 보니 커튼색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말 안 하면 모르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의 자전거의 사례를 공유했다32).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의 구조를 그려보라고 했던 실험이다. 실험에서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작동가능한 자전거는 없었다고 한다. 실험사례를 소개하며 자전거를 타는 것과 자전거
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짐작했다.

수업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만 발
설은 안하고”라며 이야기했다. 그 중 자신의 수업을 오픈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를 안다는 것
이 전부이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모습은 안 보이니까”, “목욕
탕에 와 있는거야”라고 이야기 했다.

30) 보이지 않는 고릴라 홈페이지 http://www.invisiblegorilla.com/참고
31) 2014년에 수업보기의 주제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32) 보이지 않는 고릴라 홈페이지 http://www.invisiblegorilla.com/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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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숲선생님의 수업영상은 박현수-이은영-조한나의 순서로 보기로 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수업 영상이 시작되었고, 세 숲선생님은 집중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약 10분 분량의 영
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10분 분량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
다. 그러나 영상의 중간 중간에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으면, “3학
년”이라고 대답이 오가는 모습이었다. 영상을 보면서 메모하는 숲선생님도 있었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기도 했다. 10분 정도 영상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
다.

이은영: 쟤네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본래 저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 알아. 다 
들어. 저 시기는. 재잘재잘 재잘 밖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
업할 때 참 집중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횟수가 갈수록 그런 것을 느껴요. 쟤네들
은 갈수록 아는 것도 생기고, 아는 척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박현수: 하다보니까 암암리에 말을 많이 하는 놈들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줘야 해. 안 해
주니까 지 혼자 떠드는 거야. 내가 아쉬운 것은 고정적으로 하면은 진정으로 숲에 대한 자연
에 대한 것이 교육이 머리에 남지 않을까? 아쉬운 것은 수박 겉핥기로 흘러가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첫 회 두 번째 까지는 진지하게 했죠. 자기 나무를 하나씩 정해서 기록일
지에도 변화를 써가지고 했는데, 6월 메르스 때문에(시간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기다렸다
가 이 수업이 아닌가봐. 이번에 왜 지난 번 안 나오셨어요? 하는 것이 진지한 면을 아이들 
가슴에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워(FESL1-15)33).

숲선생님은 숲교육이 연기되게 된 것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 했다.

조한나: 저는 궁금한 것이 주제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수업의 1회에서 10회까지 전체적인 제목은 뭐
였어요? 매 번의 주제는 있지만, 총 주제.

이은영: 총 주제는 학교숲이지요. “학교숲에서 함께 놀자.” 저기 숲이 우리 생명의 숲에서 심은 것. 
학교숲 활용교육. 수업이 봄에 들어갔으면 좋을텐데. 5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조한나: 목표는 그 아이 하나가 한 나무를 알자는 것인데
박현수: 그것을 더불어서 다른 것까지. 자기나무를 확실히 알자고.
이은영: 나무에 대한 거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자기 나무에 대한 것 확실히 알아서 관찰일지 쓰는 것

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덕택에 학교에 있는 나무. 아이들이 12개명이면 12개의 나무. 이거 
누구 나무지? 화살나무. 이거 키가 작구나 그런 특징 등을 알게 되었지요.

수업 나눔 중간에 떠오르는 질문은 그대로 전달되었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로 들을 수 
있었다.

박현수: 제대로 흘렀으면 짤막하더라도 그 때 그 때 나무의 변화를 기록만 했어도 재들에게 큰 도움
이 되었을텐데, 한 두 명은 나름대로 좀 했어요. 그림도 그려가면서 했는데. 나머지는 관찰일
지를 가져왔다 말았다가 하니까. 말로 때우고

조한나: 맞아요. 그런게 잘 안되지요? 관찰일지 쓰는 게 목표인 거죠.

 세 숲선생님은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것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
가 있었다. 아이들이 관찰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하는 일에 대한 이야
기였다. 아이들이 관찰을 숙제로 하면 해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관찰을 10

33) 이하 수업나눔의 데이터 코드는 데이터가 연결되는 곳에서는 표시하지 않고, 데이터가 끝나는 지점
에서 한 번만 표시하였다.

http://www.invisiblegorilla.com/
http://www.invisiblegor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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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서 관찰일기를 쓰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너무 크지 않은 
손바닥 크기의 스케치북을 사용하고, 나무 색연필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이들이 관찰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관찰하는 것보다 그룹을 지어서 관찰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야 서로 보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한나: 저도 이전에 강화고 수업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룹을 지어서 했었으
면 어땠을까? 3명~ 4명이 한 그루의 나무를 같이 연구해보기. 아이들이 관찰할 시간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었잖아요. 어느 시간은 그 시간에 자기 나무를 관찰하도록. 끝나고 나서 아이
들이 시간이 없다고 사실. 그래서 그 시간에(수업시간 안에)(FESL-21)

조한나: 혼자 하면은 조금 관찰하는데 약간 못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4명이나 3명이 함께 관찰을 
하면은 니(너) 나무는 어떻고 내 나무는 어떤지 금세 그 차이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책
에도 내가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관찰일지 만들어서 매주 이파리 하나라도 그
리고, 그 다음 주에는 줄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나무를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해가면. 
처음에 써 놓으면 대충 알잖아. 아주 10분이면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숙제만, 그 정도의 일만 
고 자리에서 하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 기록이 제일 오래 남아요, 보면은
(FESL1-29).

아이들이 소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소리를 치고 싶어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의 어려움을 경험한 숲선생님은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을 주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상 중
간에 한 아이를 집중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 아이가 다음 수업에서 햇님아이(밧줄 협동 
프로그램)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 밧줄의 가운데에 올라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밧줄을 모두 놓
아서 아이가 두 번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숲교육에서 관찰일기를 쓰고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이 이야기되기도 
했다. 사회복지 숲교육의 일환으로 아동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를 기대하지 않고 가르쳤다가, 기대하는 태도로 대했더니 아이들이 큰 변화를 보였던 경험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게 된 것을 이야기 했다.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숲선생님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참가
하는 아이들은 지역별로, 성별로, 상황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다양한 참가자를 만난 숲
교육의 경험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나눠졌다. 비교적으로 부유한 동네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동네의 아이들에 대하여 지역적인 차이가 이야기되기도 했다. 

박현수: 그런데 쟤네들에게는 고 시간 10분, 20분 이잖아요. 고 시간만큼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쟤네들에게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한나: 그러려면 정말 큰 소리가 나야 하는데, 내가 담임하고 같이 하고, 담임이 옆에 있으면 아이
들이 조용해요. 나는 목소리도 작고 일부러 마이크 사용도 안하고. 선생님이 교탁을 치면서 
조용~! 하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하고. 그런데 걔네(그 아이)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
아.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통제는 잘 되요. 나는 그렇게 통제는 못 하겠더라구. 우리는 24명 
정도 하니까. 내가 작년서부터 느끼는 것은 정말 소란스럽다는 것. 말도 못하게 소란스러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시끄러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50명 60명
이 함께 수업했잖아요. 같은 세대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20명 그 때(에 비교하면) 너무 이상
적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 자기주장이 말도 못해. 그리고 지역차이가 있더
만요. 잘사는 동네 아이들 가면, 작년에는 아파트가 좋은데이고, 올해는 서민쪽이고.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은 다 자기가 나가서 해야 해. 양보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순서를 정해주면 질서
를 잘 지키더라구. 올해는 조금 서민아파트 인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쁜 거예요. 하하
하하. 걔네는 아이다운 것이 보여. 내가 다 가지고 올께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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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정말 순수하더라구요. 싸우는 것도 없고 양보도 잘 하고. 교육이 진짜 어느 것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FESL1-88). 

이야기는 이어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영상을 다시 10분간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
이 되었는데 사방치기 활동이 영상이 주로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뭐 별로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라고 시작했지만, 사방치기 놀이에서 심판과 아이들의 규칙이 불일치하는 상황, 놀이
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앉아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규칙이 변화하는 과정,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차이, 놀이 방식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과정에서 “못보고 지나
가는 것이 많지 어떻게 다 봐, (눈은) 두 개 밖에 안 되는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놀이에서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와 “교사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아이들이 놀면서도 놀았다는 
기분이 안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숲교육의 가장 마지막에 설문지를 했는
데, 만들기와 게임이 좋았다는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 고민의 연장선에서 숲선생님은 자신이 
가진 고민을 내어놓기도 했다.

이은영: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만들기, 게임이 좋았대요.
조한나: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나? 하하하하 그게 제

일 고민스러워 솔직히(FESL1-144).

그리고 숲선생님들의 옛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대나무 마디를 타고 높이 올라가기, 
남자아이들의 뱀 돌리기, 밀씹어 껌처럼 먹기, 밀서리, 콩서리, 아카시아 꿀 따먹기, 미역 감
기, 소 풀 먹이기(소띳기), 풀 씨름, 말타기, 오디 따먹기, 산딸기 따먹기 등 숲선생님들이 어
린 시절했던 놀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되었다.

참가자를 대하는 것이 어려웠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무반응
이 없지만, 어른의 경우 무반응이 있고, “무반응이 없는 경우가 제일 어렵다”, “속이 터진다”
는 이야기가 있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제일 좋았던 숲교육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 그날처럼 재미있게 한 날
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궁금한 거 묻고 내가 아는 거 다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라는 이야기와 함께 참가자와 숲선생님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수업을 절반정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간은 세 시간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나눔에 대하여 짧게 소감을 나누었다. 

박현수: 내심 두 프로님들 앞에서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일까? 걱정을 좀 했어요? 내가 꼭 이걸 하러 
와야 할까? 어느 기회이던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맞아보고 아픈 만큼 커보자 그러고 왔는
데, 생각보다 상당히 편안하네.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대해 주시니까. 

조한나: 어려움을 아니까. 처음 보면은 어떻게 저걸 하나 그러실 거예요. 안 그래?
박현수: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이은영: 숲해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나 저 자신이 의심스러워서 멈춰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수업을 보고 싶지만, 볼 기회가 없기도 하고, 
조한나: 보기가 어려워.
이은영: 제가 선생님 수업을 보니까 저 수업보기도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온 

마음으로 선생님들이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조한나: 내려 놓는 거지. 
이은영: 느끼게 되네요(FESL1-180).

세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영상을 보고 혹은 동료의 숲교육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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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서 관찰일기를 쓰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너무 크지 않은 
손바닥 크기의 스케치북을 사용하고, 나무 색연필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이들이 관찰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관찰하는 것보다 그룹을 지어서 관찰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야 서로 보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한나: 저도 이전에 강화고 수업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룹을 지어서 했었으
면 어땠을까? 3명~ 4명이 한 그루의 나무를 같이 연구해보기. 아이들이 관찰할 시간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었잖아요. 어느 시간은 그 시간에 자기 나무를 관찰하도록. 끝나고 나서 아이
들이 시간이 없다고 사실. 그래서 그 시간에(수업시간 안에)(FESL-21)

조한나: 혼자 하면은 조금 관찰하는데 약간 못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4명이나 3명이 함께 관찰을 
하면은 니(너) 나무는 어떻고 내 나무는 어떤지 금세 그 차이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책
에도 내가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관찰일지 만들어서 매주 이파리 하나라도 그
리고, 그 다음 주에는 줄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나무를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해가면. 
처음에 써 놓으면 대충 알잖아. 아주 10분이면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숙제만, 그 정도의 일만 
고 자리에서 하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 기록이 제일 오래 남아요, 보면은
(FESL1-29).

아이들이 소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소리를 치고 싶어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의 어려움을 경험한 숲선생님은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을 주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상 중
간에 한 아이를 집중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 아이가 다음 수업에서 햇님아이(밧줄 협동 
프로그램)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 밧줄의 가운데에 올라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밧줄을 모두 놓
아서 아이가 두 번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숲교육에서 관찰일기를 쓰고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이 이야기되기도 
했다. 사회복지 숲교육의 일환으로 아동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를 기대하지 않고 가르쳤다가, 기대하는 태도로 대했더니 아이들이 큰 변화를 보였던 경험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게 된 것을 이야기 했다.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숲선생님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참가
하는 아이들은 지역별로, 성별로, 상황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다양한 참가자를 만난 숲
교육의 경험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나눠졌다. 비교적으로 부유한 동네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동네의 아이들에 대하여 지역적인 차이가 이야기되기도 했다. 

박현수: 그런데 쟤네들에게는 고 시간 10분, 20분 이잖아요. 고 시간만큼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쟤네들에게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한나: 그러려면 정말 큰 소리가 나야 하는데, 내가 담임하고 같이 하고, 담임이 옆에 있으면 아이
들이 조용해요. 나는 목소리도 작고 일부러 마이크 사용도 안하고. 선생님이 교탁을 치면서 
조용~! 하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하고. 그런데 걔네(그 아이)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
아.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통제는 잘 되요. 나는 그렇게 통제는 못 하겠더라구. 우리는 24명 
정도 하니까. 내가 작년서부터 느끼는 것은 정말 소란스럽다는 것. 말도 못하게 소란스러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시끄러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50명 60명
이 함께 수업했잖아요. 같은 세대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20명 그 때(에 비교하면) 너무 이상
적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 자기주장이 말도 못해. 그리고 지역차이가 있더
만요. 잘사는 동네 아이들 가면, 작년에는 아파트가 좋은데이고, 올해는 서민쪽이고.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은 다 자기가 나가서 해야 해. 양보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순서를 정해주면 질서
를 잘 지키더라구. 올해는 조금 서민아파트 인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쁜 거예요. 하하
하하. 걔네는 아이다운 것이 보여. 내가 다 가지고 올께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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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정말 순수하더라구요. 싸우는 것도 없고 양보도 잘 하고. 교육이 진짜 어느 것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FESL1-88). 

이야기는 이어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영상을 다시 10분간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
이 되었는데 사방치기 활동이 영상이 주로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뭐 별로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라고 시작했지만, 사방치기 놀이에서 심판과 아이들의 규칙이 불일치하는 상황, 놀이
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앉아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규칙이 변화하는 과정,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차이, 놀이 방식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과정에서 “못보고 지나
가는 것이 많지 어떻게 다 봐, (눈은) 두 개 밖에 안 되는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놀이에서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와 “교사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아이들이 놀면서도 놀았다는 
기분이 안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숲교육의 가장 마지막에 설문지를 했는
데, 만들기와 게임이 좋았다는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 고민의 연장선에서 숲선생님은 자신이 
가진 고민을 내어놓기도 했다.

이은영: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만들기, 게임이 좋았대요.
조한나: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나? 하하하하 그게 제

일 고민스러워 솔직히(FESL1-144).

그리고 숲선생님들의 옛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대나무 마디를 타고 높이 올라가기, 
남자아이들의 뱀 돌리기, 밀씹어 껌처럼 먹기, 밀서리, 콩서리, 아카시아 꿀 따먹기, 미역 감
기, 소 풀 먹이기(소띳기), 풀 씨름, 말타기, 오디 따먹기, 산딸기 따먹기 등 숲선생님들이 어
린 시절했던 놀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되었다.

참가자를 대하는 것이 어려웠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무반응
이 없지만, 어른의 경우 무반응이 있고, “무반응이 없는 경우가 제일 어렵다”, “속이 터진다”
는 이야기가 있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제일 좋았던 숲교육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 그날처럼 재미있게 한 날
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궁금한 거 묻고 내가 아는 거 다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라는 이야기와 함께 참가자와 숲선생님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수업을 절반정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간은 세 시간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나눔에 대하여 짧게 소감을 나누었다. 

박현수: 내심 두 프로님들 앞에서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일까? 걱정을 좀 했어요? 내가 꼭 이걸 하러 
와야 할까? 어느 기회이던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맞아보고 아픈 만큼 커보자 그러고 왔는
데, 생각보다 상당히 편안하네.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대해 주시니까. 

조한나: 어려움을 아니까. 처음 보면은 어떻게 저걸 하나 그러실 거예요. 안 그래?
박현수: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이은영: 숲해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나 저 자신이 의심스러워서 멈춰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수업을 보고 싶지만, 볼 기회가 없기도 하고, 
조한나: 보기가 어려워.
이은영: 제가 선생님 수업을 보니까 저 수업보기도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온 

마음으로 선생님들이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조한나: 내려 놓는 거지. 
이은영: 느끼게 되네요(FESL1-180).

세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영상을 보고 혹은 동료의 숲교육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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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하여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1회차 수업나눔이 마무리 되었다.

5. 두 번째 수업나눔. 나를 바라보기 - “수업할 때는 잘 몰라”,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나?”
두 번째 수업나눔은 이은영 숲선생님의 수업을 모두 보기로 했다. 수업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숲선생님들은 철새를 보러가는 일정과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있는 지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바로 수업나눔이 시작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의 수업영상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실내에서 더 
떠들어요, 갈수록 더 떠들어” 등의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리고 이번 수업이 6회 차인 것에 
대하여 “아 그럼 떠들 때 되었어요”라고 했다.

숲선생님이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배낭을 메고 있으면 보는 
사람에게 배낭이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배낭을 내려놓고 하면 가벼워 보일 것에 대한 의견과, 
배낭에 교구 교재가 들어있는데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내기 위해서는 
메고 다니는 편이 편하다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수업영상은 아이들이 산책하면서 열매를 맞보거나 만져보기, 냄새 맡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한나: 집에서 열매 다 가져갔어요? 팥배나무?

자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있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연물을 준비
해서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후 영상을 10분정도 본 다음에 이야기 나눔이 이어졌다.

조한나: 나는 선생님이 괜히 힘들 것 같아. 계속 이야기 하시잖아. 글쵸? 뭐라 그럴까? 일방통행이라 
그럴까? 그렇죠.

박현수: 높낮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계속 톤이 이러고 가니까(하이톤을 손으로 보여주며) 아이들이 
긴장도 안돼.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겠지만.(중략)

조한나: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철수가 소나무였잖아요. 그러면 철수가 소나무야. 아이 이름을 불렀
잖아. 되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나무야 하고 물으니까. 이게 무슨 나무였지? 하고 
던져주니까 걔가 무슨 나무였을까. 걔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무슨 나무였을까 그럴 수
도 있고, 사철나무는 누구 나무지? 라고 하면서 사철나무라는 이름도 아예 안하고 ‘이 나무가 
누구 나무지?’라고 그 아이가 나와서 ‘이건 무슨 나무예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보면서 생각하니까. 그러면 말을 좀 덜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덜 힘들지 않을까. 왜
냐하면 아이들도 할 일이 없어. 계속 듣기만 하니까. 아이들도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에게 이건 무슨 나무야 라고 이야기 하면 힘드니까.

조한나: 아이들도 물론 들떠있었겠지만, 주고받으면서 그 나무를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의도
는 아이들이 모두 내 나무 알고 다른 아이를 통해서 다른 나무도 알고 그런 거였잖아요? 일
방적으로 선생님이 계속 이건 뭐죠 이건 뭐죠 하니까. 첫 번째 아니고 여섯 번째인데 계속 
이렇게 가면, 그 동안에 수업했던 게 (아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한 해 8회 프로그램을 나무 하나에 대하여 천천히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학교숲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의 숲가꾸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학교숲은 관리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다르게 숲은 작은 것 하나라도 
지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관찰할 것이 있어서 이것이 숲교육의 밑천이 된다고 했다.

이은영: 학교에는 다양한 열매들이 박주가리 열매도 있고, 있는데, 싹 그것을 다 치워버리는 거야. 그
러니까 학교 그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했어. 하다가 보면. 학교숲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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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것이) 있어요. 1회성으로 수업을 하면 그건 문제가 없지만, 학교숲은 계속 수업을 하잖아
요. 그곳에 있는 자연 생태를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는 
해설사가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만들어야 하는 
건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이은영: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숲속을 들어가서 눈을 감고 걸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학교숲은 12회기씩 이렇게 하면 

조한나: 밑천이 딸려. 그렇잖아요~. 맨날 관찰할 변화가 없어. 숲은 그냥 풀 하나라도 달라지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학교숲은 그런 변화가 많지 않아. 봄, 가을 뚜
렷하게 네 개 정도이지. 정리를 너무 잘해놓고 숲은 가을에 가면 낙엽색이 매일 달라지는 것
이 보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숲이 좋더라구(FESL2-64).

학교숲과 숲에 대하여 공간적인 차이를 이야기 했다. 쉬는 시간에 숲선생님은 “수업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고 했다.

조한나: 수업할 때는 잘 몰라. 진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 아마 오늘 내 수업을 느끼잖
아. 그날 속상하셨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어떤 날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왜 안
됐나 하고 살펴보면, 나도 그럴 때 되게 속상해. 아이들이 떠들고 그래서 준비한 거 못하고 
그럴 때 아쉬울 때 많아.

이은영: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맞아요. 하다가도 또 다른 거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숲교육 경험 중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숲교육 영상을 보
면서 순간 순간 영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표현되기도 했다. “선생님 되게 활기차서 좋다”, 
“답도 내가 해”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수업영상이 아이들이 텃밭으로 들어가고 박주가리 열매를 나눠주는 모습이었다. 여기서는 
텃밭의 높이가 높아서 좋다는 이야기와 박주가리 씨앗을 다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
어 달라고 했다. 도꼬마리 열매는 갈고리가 있어 던지면 면 종류의 옷에 달라붙는데, 도꼬마
리를 삶은 물을 마시면 비염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영
상을 재생하면서 보았다. 영상이 열매전달놀이를 보여줄 때, 자연물의 출처에 대해 이야기했
다. 그리고 열매전달 놀이 후에는 보자기를 펼쳐서 보자기 위에 돌아오는 열매들을 한 자리에 
펼쳐 보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영상이 아이들이 새 피리 만드는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피리를 만들 수 있는 나무에 대한 이
야기가 있었다. 나무 중에는 침이 묻어 곰팡이가 생기는 나무가 있는데 모감주나무, 때죽나무, 
모과나무 등은 잘 말려주면 곰팡이가 덜 생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리고 만들기 활동
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은영: 그래서 저는 식물 같은 거. 압화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하드보드지에 작품. 그 계절에 맞
게 만들기도 하고. 저는 만들기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조한나: 아 그래요? 
이은영: 그러면 만들면서 자기가 오늘 수업 했던 거 작품. 예술행위라고 생각해요. 자연물 이런거 가

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집에 가면 버리고 별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매듭 한 번 묶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숲체험 많이 다니고 한 아이들은 보면 묶
고 하는 것을 잘해요.

이은영 숲선생님은 만들기는 꼭 한다고 했다. 피톤치드가 나오니 숲이 깨끗한 공기를 가지
고 있는 것 등 숲교육의 외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조한나: 숲은 이제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숲에도 마스크 쓰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학
교에서 봤는데. 그래서 너 이거 벗을래? 그러면 아이들이 안 된대. 숲에서는 벗는 것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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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하여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1회차 수업나눔이 마무리 되었다.

5. 두 번째 수업나눔. 나를 바라보기 - “수업할 때는 잘 몰라”,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나?”
두 번째 수업나눔은 이은영 숲선생님의 수업을 모두 보기로 했다. 수업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숲선생님들은 철새를 보러가는 일정과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있는 지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바로 수업나눔이 시작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의 수업영상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실내에서 더 
떠들어요, 갈수록 더 떠들어” 등의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리고 이번 수업이 6회 차인 것에 
대하여 “아 그럼 떠들 때 되었어요”라고 했다.

숲선생님이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배낭을 메고 있으면 보는 
사람에게 배낭이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배낭을 내려놓고 하면 가벼워 보일 것에 대한 의견과, 
배낭에 교구 교재가 들어있는데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내기 위해서는 
메고 다니는 편이 편하다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수업영상은 아이들이 산책하면서 열매를 맞보거나 만져보기, 냄새 맡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한나: 집에서 열매 다 가져갔어요? 팥배나무?

자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있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연물을 준비
해서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후 영상을 10분정도 본 다음에 이야기 나눔이 이어졌다.

조한나: 나는 선생님이 괜히 힘들 것 같아. 계속 이야기 하시잖아. 글쵸? 뭐라 그럴까? 일방통행이라 
그럴까? 그렇죠.

박현수: 높낮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계속 톤이 이러고 가니까(하이톤을 손으로 보여주며) 아이들이 
긴장도 안돼.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겠지만.(중략)

조한나: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철수가 소나무였잖아요. 그러면 철수가 소나무야. 아이 이름을 불렀
잖아. 되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나무야 하고 물으니까. 이게 무슨 나무였지? 하고 
던져주니까 걔가 무슨 나무였을까. 걔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무슨 나무였을까 그럴 수
도 있고, 사철나무는 누구 나무지? 라고 하면서 사철나무라는 이름도 아예 안하고 ‘이 나무가 
누구 나무지?’라고 그 아이가 나와서 ‘이건 무슨 나무예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보면서 생각하니까. 그러면 말을 좀 덜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덜 힘들지 않을까. 왜
냐하면 아이들도 할 일이 없어. 계속 듣기만 하니까. 아이들도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에게 이건 무슨 나무야 라고 이야기 하면 힘드니까.

조한나: 아이들도 물론 들떠있었겠지만, 주고받으면서 그 나무를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의도
는 아이들이 모두 내 나무 알고 다른 아이를 통해서 다른 나무도 알고 그런 거였잖아요? 일
방적으로 선생님이 계속 이건 뭐죠 이건 뭐죠 하니까. 첫 번째 아니고 여섯 번째인데 계속 
이렇게 가면, 그 동안에 수업했던 게 (아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한 해 8회 프로그램을 나무 하나에 대하여 천천히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학교숲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의 숲가꾸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학교숲은 관리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다르게 숲은 작은 것 하나라도 
지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관찰할 것이 있어서 이것이 숲교육의 밑천이 된다고 했다.

이은영: 학교에는 다양한 열매들이 박주가리 열매도 있고, 있는데, 싹 그것을 다 치워버리는 거야. 그
러니까 학교 그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했어. 하다가 보면. 학교숲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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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것이) 있어요. 1회성으로 수업을 하면 그건 문제가 없지만, 학교숲은 계속 수업을 하잖아
요. 그곳에 있는 자연 생태를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는 
해설사가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만들어야 하는 
건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이은영: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숲속을 들어가서 눈을 감고 걸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학교숲은 12회기씩 이렇게 하면 

조한나: 밑천이 딸려. 그렇잖아요~. 맨날 관찰할 변화가 없어. 숲은 그냥 풀 하나라도 달라지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학교숲은 그런 변화가 많지 않아. 봄, 가을 뚜
렷하게 네 개 정도이지. 정리를 너무 잘해놓고 숲은 가을에 가면 낙엽색이 매일 달라지는 것
이 보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숲이 좋더라구(FESL2-64).

학교숲과 숲에 대하여 공간적인 차이를 이야기 했다. 쉬는 시간에 숲선생님은 “수업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고 했다.

조한나: 수업할 때는 잘 몰라. 진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 아마 오늘 내 수업을 느끼잖
아. 그날 속상하셨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어떤 날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왜 안
됐나 하고 살펴보면, 나도 그럴 때 되게 속상해. 아이들이 떠들고 그래서 준비한 거 못하고 
그럴 때 아쉬울 때 많아.

이은영: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맞아요. 하다가도 또 다른 거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숲교육 경험 중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숲교육 영상을 보
면서 순간 순간 영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표현되기도 했다. “선생님 되게 활기차서 좋다”, 
“답도 내가 해”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수업영상이 아이들이 텃밭으로 들어가고 박주가리 열매를 나눠주는 모습이었다. 여기서는 
텃밭의 높이가 높아서 좋다는 이야기와 박주가리 씨앗을 다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
어 달라고 했다. 도꼬마리 열매는 갈고리가 있어 던지면 면 종류의 옷에 달라붙는데, 도꼬마
리를 삶은 물을 마시면 비염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영
상을 재생하면서 보았다. 영상이 열매전달놀이를 보여줄 때, 자연물의 출처에 대해 이야기했
다. 그리고 열매전달 놀이 후에는 보자기를 펼쳐서 보자기 위에 돌아오는 열매들을 한 자리에 
펼쳐 보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영상이 아이들이 새 피리 만드는 활동으로 넘어가면서 피리를 만들 수 있는 나무에 대한 이
야기가 있었다. 나무 중에는 침이 묻어 곰팡이가 생기는 나무가 있는데 모감주나무, 때죽나무, 
모과나무 등은 잘 말려주면 곰팡이가 덜 생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리고 만들기 활동
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은영: 그래서 저는 식물 같은 거. 압화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하드보드지에 작품. 그 계절에 맞
게 만들기도 하고. 저는 만들기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조한나: 아 그래요? 
이은영: 그러면 만들면서 자기가 오늘 수업 했던 거 작품. 예술행위라고 생각해요. 자연물 이런거 가

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집에 가면 버리고 별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매듭 한 번 묶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숲체험 많이 다니고 한 아이들은 보면 묶
고 하는 것을 잘해요.

이은영 숲선생님은 만들기는 꼭 한다고 했다. 피톤치드가 나오니 숲이 깨끗한 공기를 가지
고 있는 것 등 숲교육의 외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조한나: 숲은 이제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숲에도 마스크 쓰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학
교에서 봤는데. 그래서 너 이거 벗을래? 그러면 아이들이 안 된대. 숲에서는 벗는 것이 훨씬 



- 63 -

더 건강하다. 그러면 벗어. 깨끗한 공기 마시고 숨쉬라고.
이은영: 아이들이 숲에 오면 아무데나 미호천 같은데 오면 잘 안 앉아요. 저도 아이들을 푹 앉으라

고 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이) 쥐들이 지나다녔다 별생각이 다 드는데, 참 자연에 나가서도 
앉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한나: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런 것 같아
요.(FESL2-245).

수업 영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은영: 잘 봤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의미에서?
이은영: 수업에 나름대로 욕심이 좀 항시 있구요. 좀 느긋해야 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말도 많고. 발

제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반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구요. 아이들이 그 
날은 에너지가 넘치면 운동장을 뛰어다니도록. 열매 전달놀이를 하더라도 운동장을 뛰어와서 
옆 친구에게 전달놀이를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앉아서 너무 정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아이들이 힘이 넘치는 것을. 그런데 그 발산을 
화끈하게 못 도와줬어요. 힘을 애초에 빼고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 수업을 하고 아쉬움
이 많이 남았지요. 아이들은 진짜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느꼈
어요.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숲선생님들
의 이야기가 더해졌다. 수업에서 ‘빵’ 터지는 것(크게 웃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 에
너지를 발산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2회차 수업나눔의 마무리에서 이은영 숲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했다.

이은영: 잘 봤어요. 저에게 도움이 되고, 이 수업이 다른 수업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 모두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여유 있게 느긋하
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회차 수업나눔은 마무리 되었다.

6. 세 번째 수업나눔. 나와 다른 숲교육 바라보기 - “내가 뭐가 문제지?”
3회 차 수업나눔으로 모인 세 명의 숲선생님 수업 중에서 세 번째 수업을 보는 날이다. 오

늘은 조한나 숲선생님의 영상 절반분량을 보고 다음에 조한나 숲선생님 수업 절반 분량과 박
현수 숲선생님 수업의 절반분량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번 수업은 학교숲이 아닌 동네 
뒷산과 같은 숲에서 진행되었다. 수업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조한나 숲선생님은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다.

조한나: 그래도 산이에요. 가락산 같아. 그쪽에 누에다리 거쳐서 가는 서초동 누에다리 있지요? 2시
간 동안 동네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돌았어요). 아이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10명이라고 그
랬는데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웠던 것은 넓은 공간이 별로 없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는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 고 점이 좀 힘들었어요. 넓은 공간이 있어서 다 같이 활
동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활동을 넓게 할 수 없고 ‘좁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었어요. 아이
들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고 또래 아이들인데, 소득수준이 되게 높은 지역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건방지거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더라구.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는 아이들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막 행복해지는. 끝나고 나니까 굉
장히 행복해지더라구요. 그런 아이들 보면 행복해져. 그랬어요. 어떻게 아이들 이렇게 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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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순수하게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다 하지 못했어. 아쉽잖아. 아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했나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순서
를 바꿔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일이 있었어요.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었어
요.(FESL3012).

조한나 숲선생님은 자기 수업에 대한 개략을 이야기했다. 다른 숲선생님이 아이들의 명수와 
부모의 인원수를 물어보았다. 기획할 때, 아이가 10명이라고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현장에는 
초등학생 10여명에 동생들까지 하면 아이들만 20명 그리고 학부모 10명이 함께 하였고 모두 
합하여 30여명 규모의 숲교육 현장이 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업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
고, 아이들에게 모둠을 구분해 주는 모습이 있었다.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며 ‘나뭇잎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에 이어 산초나무를 얼굴에 붙여주
는 장면이 이어졌다. 여기서 다른 숲선생님은 얼굴에 붙여서 모기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숲선
생님과, 산초나무 잎사귀를 먹여보도록 하는 숲선생님의 차이가 있기도 했다. 조한나 숲선생
님의 프로그램 진행과 도입의 영상이 10분정도 지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은영: 숲이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어서도 너무 좋은데, 선생님은 정말 도입에서도, 이야기 많이 안
하고도 나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네요)(FESL3-52).(중략)

박현수: 저도 한 번. 지금 선생님이 시작해가지고 도입하는 시간이 약 13, 14분 걸렸어요. 선생님이 
뭐 하시느라 그랬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취합사항이 전혀 도움이 안돼. 그럼 일단은 저거 만들
기 전에 전체 모아놓고 이러이러하겠으니까 이거 하는 동안에는 멀리 가지 말아라. 주의사항
도 전달하고, 긁히거나 밟거나 그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산에 왔을 때, 오늘 동선 계획도 나
름대로 이야기를 해줘. 아이들에게 듣게 끔. 아무 무의미하게 도입시간이 지나가버렸어
(FESL3-61).

수업의 도입에 대하여 두 숲선생님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도입에 대한 이야기에 연
결되어 기획하여 정해진대로 수업을 하는 것과 아이들이 숲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
야기가 있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숲이 좋았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은영: 이 자체 숲에서 보면, 숲 자체가 너무 좋아. 좋기 때문에. 엄마들도 같이 왔고, 아이들 자체
가. 아이들도 보면 다 같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다 표정들하고 보면 의욕도 있고 아이들이 
해설하기도 좋았던, 숲체험하기도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말 많이 
안하고 하면서도 가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굳이…

조한나: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야.
이은영: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숲에 왔을 때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된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왔
을 때에는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것,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되 이런 것을 알고 생각하면
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하기 보다는 아 나무들이 이래서 키가 크구나, 
그렇게 알고 할 때, 아이들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숲선생님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하였
다. 아이들이 빙고놀이를 하는 영상을 보는 수업나눔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빙고 놀이로서의 
규칙을 지켜서 놀이하는 것과, 빙고놀이이지만 찾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놀이하는 것이 다
름을 이야기 했다. 이후에는 숲길에서 흙냄새를 맡아보는 활동이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맨발로 숲길걷기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게 된 이유와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아차산 봉사활동의 모임으로 인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되었다. 가시
기 전에 박현수 숲선생님은 간단히 소감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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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건강하다. 그러면 벗어. 깨끗한 공기 마시고 숨쉬라고.
이은영: 아이들이 숲에 오면 아무데나 미호천 같은데 오면 잘 안 앉아요. 저도 아이들을 푹 앉으라

고 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이) 쥐들이 지나다녔다 별생각이 다 드는데, 참 자연에 나가서도 
앉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한나: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런 것 같아
요.(FESL2-245).

수업 영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은영: 잘 봤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의미에서?
이은영: 수업에 나름대로 욕심이 좀 항시 있구요. 좀 느긋해야 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말도 많고. 발

제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반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구요. 아이들이 그 
날은 에너지가 넘치면 운동장을 뛰어다니도록. 열매 전달놀이를 하더라도 운동장을 뛰어와서 
옆 친구에게 전달놀이를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앉아서 너무 정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아이들이 힘이 넘치는 것을. 그런데 그 발산을 
화끈하게 못 도와줬어요. 힘을 애초에 빼고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 수업을 하고 아쉬움
이 많이 남았지요. 아이들은 진짜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느꼈
어요.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숲선생님들
의 이야기가 더해졌다. 수업에서 ‘빵’ 터지는 것(크게 웃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 에
너지를 발산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2회차 수업나눔의 마무리에서 이은영 숲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했다.

이은영: 잘 봤어요. 저에게 도움이 되고, 이 수업이 다른 수업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 모두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여유 있게 느긋하
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회차 수업나눔은 마무리 되었다.

6. 세 번째 수업나눔. 나와 다른 숲교육 바라보기 - “내가 뭐가 문제지?”
3회 차 수업나눔으로 모인 세 명의 숲선생님 수업 중에서 세 번째 수업을 보는 날이다. 오

늘은 조한나 숲선생님의 영상 절반분량을 보고 다음에 조한나 숲선생님 수업 절반 분량과 박
현수 숲선생님 수업의 절반분량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번 수업은 학교숲이 아닌 동네 
뒷산과 같은 숲에서 진행되었다. 수업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조한나 숲선생님은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다.

조한나: 그래도 산이에요. 가락산 같아. 그쪽에 누에다리 거쳐서 가는 서초동 누에다리 있지요? 2시
간 동안 동네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돌았어요). 아이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10명이라고 그
랬는데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웠던 것은 넓은 공간이 별로 없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는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 고 점이 좀 힘들었어요. 넓은 공간이 있어서 다 같이 활
동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활동을 넓게 할 수 없고 ‘좁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었어요. 아이
들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고 또래 아이들인데, 소득수준이 되게 높은 지역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건방지거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더라구.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는 아이들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막 행복해지는. 끝나고 나니까 굉
장히 행복해지더라구요. 그런 아이들 보면 행복해져. 그랬어요. 어떻게 아이들 이렇게 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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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순수하게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다 하지 못했어. 아쉽잖아. 아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했나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순서
를 바꿔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일이 있었어요.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었어
요.(FESL3012).

조한나 숲선생님은 자기 수업에 대한 개략을 이야기했다. 다른 숲선생님이 아이들의 명수와 
부모의 인원수를 물어보았다. 기획할 때, 아이가 10명이라고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현장에는 
초등학생 10여명에 동생들까지 하면 아이들만 20명 그리고 학부모 10명이 함께 하였고 모두 
합하여 30여명 규모의 숲교육 현장이 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업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
고, 아이들에게 모둠을 구분해 주는 모습이 있었다.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며 ‘나뭇잎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에 이어 산초나무를 얼굴에 붙여주
는 장면이 이어졌다. 여기서 다른 숲선생님은 얼굴에 붙여서 모기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숲선
생님과, 산초나무 잎사귀를 먹여보도록 하는 숲선생님의 차이가 있기도 했다. 조한나 숲선생
님의 프로그램 진행과 도입의 영상이 10분정도 지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은영: 숲이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어서도 너무 좋은데, 선생님은 정말 도입에서도, 이야기 많이 안
하고도 나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네요)(FESL3-52).(중략)

박현수: 저도 한 번. 지금 선생님이 시작해가지고 도입하는 시간이 약 13, 14분 걸렸어요. 선생님이 
뭐 하시느라 그랬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취합사항이 전혀 도움이 안돼. 그럼 일단은 저거 만들
기 전에 전체 모아놓고 이러이러하겠으니까 이거 하는 동안에는 멀리 가지 말아라. 주의사항
도 전달하고, 긁히거나 밟거나 그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산에 왔을 때, 오늘 동선 계획도 나
름대로 이야기를 해줘. 아이들에게 듣게 끔. 아무 무의미하게 도입시간이 지나가버렸어
(FESL3-61).

수업의 도입에 대하여 두 숲선생님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도입에 대한 이야기에 연
결되어 기획하여 정해진대로 수업을 하는 것과 아이들이 숲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
야기가 있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숲이 좋았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은영: 이 자체 숲에서 보면, 숲 자체가 너무 좋아. 좋기 때문에. 엄마들도 같이 왔고, 아이들 자체
가. 아이들도 보면 다 같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다 표정들하고 보면 의욕도 있고 아이들이 
해설하기도 좋았던, 숲체험하기도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말 많이 
안하고 하면서도 가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굳이…

조한나: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야.
이은영: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숲에 왔을 때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된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왔
을 때에는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것,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되 이런 것을 알고 생각하면
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하기 보다는 아 나무들이 이래서 키가 크구나, 
그렇게 알고 할 때, 아이들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숲선생님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하였
다. 아이들이 빙고놀이를 하는 영상을 보는 수업나눔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빙고 놀이로서의 
규칙을 지켜서 놀이하는 것과, 빙고놀이이지만 찾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놀이하는 것이 다
름을 이야기 했다. 이후에는 숲길에서 흙냄새를 맡아보는 활동이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맨발로 숲길걷기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게 된 이유와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아차산 봉사활동의 모임으로 인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되었다. 가시
기 전에 박현수 숲선생님은 간단히 소감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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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할 것 없어요. 선생님이 워낙 유능하신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튀는 놈이 없잖아. 모난 놈이 
하나도 없잖아(FESL3-261).

박현수 숲선생님이 먼저 일어나고 두 분의 숲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이들이 
숲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노는 영상에 대하여 위험한 것과 안전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
졌다. 주로 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연령부터 칼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야기와 “칼을 조심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
가 있었고, 이와 함께 숲에서 만들기를 할 때 숲선생님들이 해줄 때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
다. 숲교육 수업영상의 절반이 끝났고 이야기는 이어졌다.

조한나: 아니 내가 거의 저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있지, 어떤 선생님 보면 선생님 하나 
있고 아이들이 딱~ 집중하고 이런 장면이 많잖아. 나는 그런게 거의 없어. 아.. 나는..

연구자: 그게 아쉬우세요?
조한나: 아쉬울 때가 있어. 가끔. 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몰고 다니지? (초록대학교) 식물원에서도 

그렇게 몰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 내가 수업하면 아이들이 다 지각각으로 노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숲선생님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꺼내기도 했다. 배우는 삶을 살아왔던 개인
의 이야기와 숲에 대한 생각은 자유롭게 이어졌다. 3회차 수업나눔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7. 네 번째 수업나눔. 나를 다시 이해하기 - “다음 기회에 또”
4회 차는 수업나눔이 마지막 시간이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의 수업 절반 분량의 영상을 먼저 

보았다. 아이들이 정자에서 만들기 활동을 하는 영상이었다. 나뭇잎스테인글라스를 만드는 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에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잘 찾아온다고 했다. 참빗살나무의 잎
사귀가 분홍색이 예쁘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들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처음부터 부모참여 수업이라면 함께 한다고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야기된 것과 다르게 현장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숲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교육의 연장선이 가정에서 진행되
기 때문에 생태맹이 많은 부모들도 숲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엄마
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던 의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수
업이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조한나: 마무리를 되게 엉성하게 했네.
박현수,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한나: 진짜 마무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박현수: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조한나: 그 전날 본 거에서. 산초나무 잎사귀에 대한 말이 빠지고 지나간거야. 글쵸? 그게 마무리가 

안됐어. 체험한 것은 그게 뭔지 정리해줘야 하는데, 응 그게 정리가 안됐어. 나중에 했나하고 
보니까 안했네(FESL4-82).

수업이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끝난 것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서 이동시간도 함께 늘어났던 
상황이 이야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정확히 맞춰서 끝내는 숲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 절반분량의 영상을 다시 보았다. 솔방울 하키놀이는 박현
수 숲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딱따구리 피리 만드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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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상이 넘어갔다. 영상에서 아이들이 나무에 그림을 그리고 줄을 묶는 과정에서 줄 묶는 
것을 하지 못해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한 줄 기차의 모습이 보였다. 3학년 아이들이 줄 묶
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했다.

조한나: 저거는(매듭 묶는 것은) 3학년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다. 그거는. 그 정도
는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FESL4-236).

 
만들기를 많이 하는 숲선생님과 만들기를 많이 하지 않는 숲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박

현수 숲선생님의 영상까지 모두 보고 나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업나눔의 소감을 나누는 시
간이 있었다. 개인에 대한 것과 서로에 대하여 이야기가 오갔다. 그 중 박현수 숲선생님은 이
후에 자신의 수업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수업나눔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박현수: 아이들에게 좀 더 유한 표정을 보여야겠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 표정을 보니까 저건 아
니야. 내가 봐도 제로야. 그런 쪽에 올해는 역점을 두고 다음 기회에 또 촬영할 기회가 있으
면 한번 다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연구자: 선생님 다음에 또 촬영해도 될까요?
박현수: 그럼요. 나는 비교를 한 번 해서 좀 변한 게 있나? 점검을 위해서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

이 들어요. 

조한나 숲선생님은 “나는 항상 왜 마무리가 안 되지?”의 질문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안 되
는 모습이 “나한테 딱 걸린 거야”라고 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본인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은영: 제가 자연스럽게 해야 하고 자신감 가지고, 좀 뭐랄까? 내려놓아야 할 게 많은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나아지겠죠.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조한나 숲선생님은 처음에 보았던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이야기에서 고릴라 의
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하루에 3시간에서 최대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에 앉아서 
자신과 동료의 수업영상을 보았던 4회의 수업나눔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 65 -

박현수: 할 것 없어요. 선생님이 워낙 유능하신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튀는 놈이 없잖아. 모난 놈이 
하나도 없잖아(FESL3-261).

박현수 숲선생님이 먼저 일어나고 두 분의 숲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이들이 
숲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노는 영상에 대하여 위험한 것과 안전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
졌다. 주로 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연령부터 칼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야기와 “칼을 조심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
가 있었고, 이와 함께 숲에서 만들기를 할 때 숲선생님들이 해줄 때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
다. 숲교육 수업영상의 절반이 끝났고 이야기는 이어졌다.

조한나: 아니 내가 거의 저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있지, 어떤 선생님 보면 선생님 하나 
있고 아이들이 딱~ 집중하고 이런 장면이 많잖아. 나는 그런게 거의 없어. 아.. 나는..

연구자: 그게 아쉬우세요?
조한나: 아쉬울 때가 있어. 가끔. 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몰고 다니지? (초록대학교) 식물원에서도 

그렇게 몰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 내가 수업하면 아이들이 다 지각각으로 노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숲선생님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꺼내기도 했다. 배우는 삶을 살아왔던 개인
의 이야기와 숲에 대한 생각은 자유롭게 이어졌다. 3회차 수업나눔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7. 네 번째 수업나눔. 나를 다시 이해하기 - “다음 기회에 또”
4회 차는 수업나눔이 마지막 시간이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의 수업 절반 분량의 영상을 먼저 

보았다. 아이들이 정자에서 만들기 활동을 하는 영상이었다. 나뭇잎스테인글라스를 만드는 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에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잘 찾아온다고 했다. 참빗살나무의 잎
사귀가 분홍색이 예쁘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들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처음부터 부모참여 수업이라면 함께 한다고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야기된 것과 다르게 현장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숲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교육의 연장선이 가정에서 진행되
기 때문에 생태맹이 많은 부모들도 숲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엄마
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던 의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수
업이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조한나: 마무리를 되게 엉성하게 했네.
박현수, 이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한나: 진짜 마무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박현수: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조한나: 그 전날 본 거에서. 산초나무 잎사귀에 대한 말이 빠지고 지나간거야. 글쵸? 그게 마무리가 

안됐어. 체험한 것은 그게 뭔지 정리해줘야 하는데, 응 그게 정리가 안됐어. 나중에 했나하고 
보니까 안했네(FESL4-82).

수업이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끝난 것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서 이동시간도 함께 늘어났던 
상황이 이야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정확히 맞춰서 끝내는 숲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 절반분량의 영상을 다시 보았다. 솔방울 하키놀이는 박현
수 숲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딱따구리 피리 만드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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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상이 넘어갔다. 영상에서 아이들이 나무에 그림을 그리고 줄을 묶는 과정에서 줄 묶는 
것을 하지 못해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한 줄 기차의 모습이 보였다. 3학년 아이들이 줄 묶
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했다.

조한나: 저거는(매듭 묶는 것은) 3학년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다. 그거는. 그 정도
는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FESL4-236).

 
만들기를 많이 하는 숲선생님과 만들기를 많이 하지 않는 숲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박

현수 숲선생님의 영상까지 모두 보고 나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업나눔의 소감을 나누는 시
간이 있었다. 개인에 대한 것과 서로에 대하여 이야기가 오갔다. 그 중 박현수 숲선생님은 이
후에 자신의 수업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수업나눔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박현수: 아이들에게 좀 더 유한 표정을 보여야겠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 표정을 보니까 저건 아
니야. 내가 봐도 제로야. 그런 쪽에 올해는 역점을 두고 다음 기회에 또 촬영할 기회가 있으
면 한번 다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연구자: 선생님 다음에 또 촬영해도 될까요?
박현수: 그럼요. 나는 비교를 한 번 해서 좀 변한 게 있나? 점검을 위해서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

이 들어요. 

조한나 숲선생님은 “나는 항상 왜 마무리가 안 되지?”의 질문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안 되
는 모습이 “나한테 딱 걸린 거야”라고 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본인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은영: 제가 자연스럽게 해야 하고 자신감 가지고, 좀 뭐랄까? 내려놓아야 할 게 많은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나아지겠죠.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조한나 숲선생님은 처음에 보았던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이야기에서 고릴라 의
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하루에 3시간에서 최대 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에 앉아서 
자신과 동료의 수업영상을 보았던 4회의 수업나눔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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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숲교육의 재고찰
숲교육의 재고찰은 숲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숲교육과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드러난 숲교육을 살펴본 내용이다. 수업나눔에서 대화를 통해서 숲교육이  10가지 요소
를 갖는 종합으로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숲교육의 성격과 숲교육의 교수학습방
법, 숲교육의 특징을 통해 숲교육을 이해하고, 숲교육의 네 가지 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숲교육의 이해
숲교육의 이해는 숲교육의 모습, 성격, 교수학습방법,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숲교육의 모습
이 연구를 통해서 숲교육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해는 

숲교육에서 드러났던 요소를 구분해 봄으로써 숲교육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숲교육의 요소34)로 구분된 것에는 프로그램, 숲선생님, 참가자(아이), 숲의 상황, 공
간, 시간, 자연물, 아이들과 상호작용, 교구·교재, 외부상황의 10가지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
분을 통해서 이전에는 덩어리로 이해되었던 숲교육이 다양한 것들의 종합 혹은 그 이상의 무
엇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숲의 물리적인 것으로는 나무와 사람, 풀과 흙 벌레, 새, 동물 등이 있다. 이것이 모여 있는 
공간이 숲이다. 그리고 숲에는 식물에서 나온 공기 등이 있어 숲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공간에 숲선생님과 참가자가 온다. 숲에 있는 것은 나무와 풀들과 그런 생명들의 유기
적인 삶의 공간에 숲선생님과 참가자가 시간이라는 ‘띠(belt)’에 의해 하나로 엮이고 있었다. 
결국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들이 함께하며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 시간은 숲선
생님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데 프로그램에는 교수학습방법, 교구·교재,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숲선생님이 가진 숲교육의 태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은 숲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여 
낯선 것과의 만남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흙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숲교육의 내
적 상황이다. 여기에 숲교육의 외적상황이 더해진다.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 
아이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며, 숲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인식, 숲교육의 비용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숲교육으로 인해 나무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바라거
나, 사회성, 자존감, 리더십, 창의성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외부의 기대도 있었다. 이러한 기대
는 프로그램에 녹아들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태도에 포함되기도 한다. 외적 상황은 숲교육의 
외부에 존재하지만 숲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34) 요소(要素)는 1.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있어야 할 성분 또는 조건 2. 그 이상 더 간
간하게 나눌 수 없는 것(민중서림편집국, 2006)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숲교육의 요소라는 것은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구분된 숲교육을 이루고 있는 범주를 구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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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

숲

참가자 숲선생님

외부상황
공간 시간

자연물

프로그램상호작용

교재∙교구

<그림 16> 숲교육의 모습 

2) 숲교육의 성격35)

이 연구를 통해서 숲교육의 성격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측면을 발견했다. 숲교
육이 여섯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숲교육의 다면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고, 
여섯 가지 모습이 숲교육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숲교육의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제 2항에서는 숲교육의 성격으로 즉흥성, 현장성, 오감교육, 중층구조, 능동적 수동성, 안전
과 모험, 즉흥성의 여섯 가지를 발견하였다.

가. 현장성
현장성은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열매전달놀이를 할 때, 가능하다면 

숲교육 현장에 있는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다. 숲이라는 현장이 가진 장점으로 현장이 가진 숲
의 내용이 바로 교육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은영: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 하나 있어. 얘들아 주목나무 열매 한 번 보자. 주목나
무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 

이은영: 그러고 얘들아. 이거는 박주가리라고 그래요. / 얘들아 박주가리 하나 있다. 열매 어디 있어? 
선생님은 하나 찾았어. 짠~!

숲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숲이나 일반 식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고 이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팔꽃, 산수유, 물봉선, 닭의장풀, 주목 등의 꽃과 열매를 발견하고 아이
들과 그 자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도꼬마리는 많은 곳에 있지 않고, 도꼬마리 열매에 갈고리가 있어서 면으로 된 옷에 
던지기 놀이를 할 수 있는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독특한 열매이거나, 그 자리에서 모두 구하
기 어려운 경우 숲선생님은 외부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

이은영: 우리가 씨앗 많이 심었으니까 내년에 도꼬마리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도꼬마리는 가지고 있
어.

조한나: 집에서 열매 다 가져갔어요? 팥배나무?(FESL2-29)
이은영: 학교에도 되게 많았어요. 도꼬마리랑 그런 열매들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35) 성격(性格)은 1.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2.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민중서림편집국, 2006)으로서 숲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다르게 
특징(特徵)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민중서림편집국, 2006)으로 이해하여 다른 숲교
육과 비교하여 특별이 눈에 띄는 것을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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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소(要素)는 1.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있어야 할 성분 또는 조건 2. 그 이상 더 간
간하게 나눌 수 없는 것(민중서림편집국, 2006)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숲교육의 요소라는 것은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구분된 숲교육을 이루고 있는 범주를 구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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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

숲

참가자 숲선생님

외부상황
공간 시간

자연물

프로그램상호작용

교재∙교구

<그림 16> 숲교육의 모습 

2) 숲교육의 성격35)

이 연구를 통해서 숲교육의 성격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측면을 발견했다. 숲교
육이 여섯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숲교육의 다면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고, 
여섯 가지 모습이 숲교육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숲교육의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제 2항에서는 숲교육의 성격으로 즉흥성, 현장성, 오감교육, 중층구조, 능동적 수동성, 안전
과 모험, 즉흥성의 여섯 가지를 발견하였다.

가. 현장성
현장성은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열매전달놀이를 할 때, 가능하다면 

숲교육 현장에 있는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다. 숲이라는 현장이 가진 장점으로 현장이 가진 숲
의 내용이 바로 교육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은영: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 하나 있어. 얘들아 주목나무 열매 한 번 보자. 주목나
무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 

이은영: 그러고 얘들아. 이거는 박주가리라고 그래요. / 얘들아 박주가리 하나 있다. 열매 어디 있어? 
선생님은 하나 찾았어. 짠~!

숲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숲이나 일반 식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고 이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팔꽃, 산수유, 물봉선, 닭의장풀, 주목 등의 꽃과 열매를 발견하고 아이
들과 그 자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도꼬마리는 많은 곳에 있지 않고, 도꼬마리 열매에 갈고리가 있어서 면으로 된 옷에 
던지기 놀이를 할 수 있는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독특한 열매이거나, 그 자리에서 모두 구하
기 어려운 경우 숲선생님은 외부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

이은영: 우리가 씨앗 많이 심었으니까 내년에 도꼬마리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도꼬마리는 가지고 있
어.

조한나: 집에서 열매 다 가져갔어요? 팥배나무?(FESL2-29)
이은영: 학교에도 되게 많았어요. 도꼬마리랑 그런 열매들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35) 성격(性格)은 1.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2.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민중서림편집국, 2006)으로서 숲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다르게 
특징(特徵)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민중서림편집국, 2006)으로 이해하여 다른 숲교
육과 비교하여 특별이 눈에 띄는 것을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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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에요(FESL2-150).

숲교육이 학교숲에서 이뤄진다면 가능한 현장에 있는 자연물로 교육소재를 삼는 것이 가능
하다. 그러나 독특한 자연물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면 자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밝히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육에서 식탁위에 올라오는 바나나가 필리핀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먹는 것과, 과정을 모르고 바나나를 먹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숲교육은 숲
이 가진 현장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자연을 교육소재로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멀
리 있는 곳에서 자연물이 왔다면 이유와 출처를 알려주며 숲교육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
정한다.

나. 감각교육
숲교육은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방식을 갖는다. 자연에 대하여 영상을 보거나 라디오

로 듣는 간접경험이 아니라, 자귀나무 꽃향기를 맡고, 주목나무 열매를 맛보고, 도꼬마리 열매
의 따끔거림을 느끼면서 경험한다. 따라서 숲교육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감각을 깨우고 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한 감각의 훈련을 통해 몸-머리-가슴이 통합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조한나: 열매 먹어보고 새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그 놀이 하면 좋겠다.
조한나: 아이들이 맛보는 거 엄청 좋아해 그렇지요?(FESL2-148)
조한나: 숲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 그런데 눈 감고 듣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조한나: 애벌레는 말 안 해… 눈을 감고 (걸어봐~)(약 1분 정도 그대로 걸음) 
조한나: 우리 여기 흙냄새 한번 맡아볼까?
이은영: 부드럽지. 느낌이 어때요? 
아이들: (중국단풍씨앗을 하늘에 던지며) 야 이거 프로펠러야. 그냥 던지면 돼. 막 던져? 우와 신기하

다. / 아. 아. / 진짜? / 우와 잘 난다.
 

숲교육은 감각교육을 지향하며 오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오감에는 시
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사용하고 때로는 공감각적인 측면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사람은 감각 중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80%의 영역을 시각에 의존한다고 한다(Glasser, 
1984).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이 
확장되는 것을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숲길을 걷는 것(애벌레 되어보기 활
동), 숲에서 소리에 귀 기울이기(소리지도 그리기), 손으로 보아요(촉감으로 물건 알아맞히기), 
향기로 같은 물건 찾아오기 등의 활동은 평소 시각에 의존하는 것에서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숲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맞보는 것
으로 미각이 사용되고, 촉각은 자연물을 만지는 것, 청각은 소리를 듣고 비교해보며, 후각은 
자연의 냄새를 맡아보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봄에 피는 매화의 향기나, 한 여름에 피는 
자귀나무 꽃의 향기는 후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훈련할 수 있
는 숲교육은 감각교육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에서 인간의 감각을 12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최숙연, 2011). 그에 따르
면 인간의 감각은 촉각(sense of touch), 생명감각(sense of life), 운동감각(sense of 
movement), 균형감각(sense of balance), 후각(sense of smell), 미각(sense of taste), 시
각(sense of sight), 온 감각(sense of warmth), 청각(sense of hearing), 언어감각(sense 
of speech), 사고감각(thought sense), 자아감각(ego-sen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숲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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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슈타이너의 이론을 접목해서 확장해갈 수 있다면 기존의 오감을 넘어서 열두 감각을 
모두 발전시키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능동적 수동성과 수동적 능동성
사또마나부는 배움의 공동체의 경우 효율적인 배움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수동적 능동성을 

보인다고 한다(Satō & 한국 배움의 공동체연구회, 2014). 수동적 능동성은 아이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열심히 배움을 수행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교사가 책을 읽으라고 하면 열심히 읽
고, 수학문제를 계산하도록 안내하면 열심히 계산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배움이 이뤄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수동적36) 능동성은 교육을 ‘사회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수동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아이들이 능동적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교사가 가르쳐주어야 
하는 맥락하에 아이들에게 수동성을 기대하고, 그러한 수동적인 맥락 하에 아이들이 자신의 
배움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에너지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 
중37)에서 아이들이 가진 자신의 삶에 대한 에너지를 코나투스(conatus)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Spinoza, 1977). 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고, 스스로 탐색하고 싶은 것은 아이의 본성
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아이의 본성을 뒤로 하고 교사가 먼저 제시한다면, 아이는 제시된 것
을 받아야 하는 역할로 ‘수동적’이기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숲교육에서 어느 부분 아이들은 본성(本性)으로 그리고 본래(本來)적으로 자연의 일
부로서 숲을 경험한다. 물을 만나면 만지고 싶고, 나무를 만나면 오르고 싶어하며, 돌맹이를 
만지면 던지고 싶어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며 숲은 그러한 사람의 본성이 살아나는 공간
이 되기도 한다.

숲교육의 현장에서 숲선생님 역시 아이들에게 능동적 수동성을 기대한 부분이 있다.

박현수: 잠깐이라도 돌아가면서 한 번 전부 읽을 수 있는 모양새가 나와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데꾸부꾸(이것저것 앞뒤를 맞추어서)를 뀌어 맞추지 못한 것이. 아이들에게 그 정립이 안 된 
것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차후 저런 저기가 있다면, 다른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아. 아이들
이 능동적으로 자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쉬움이 있
습니다(FESL1-72).

이러한 기대에 발맞추어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수동적 능동성을 보인 경우도 있다.

조한나: (원래는 도토리를 그리는 건데) 쟤는 막 추상화를 했어. 그런데 예쁘더라구. 그냥 냅 
둬야 하는구나.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지가 더 잘했잖아. 그냥 너무 강요하지 말고 대충 
맞춰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저럴 때는(FESL 4-21).

이은영: 숲에서는 하드보드지에 나뭇잎 색깔 가지고 꽃도 만들고 하는 거, 되게 쉬운 거 같으
면서도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저것들이 나뭇잎 찢어서 만
들기도 하고 거꾸로 붙이기도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씩 해서 달고 다니잖아요. 어

36) 적(的)이라는 표현은 한자어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경향·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민중서림편집국, 
2006)로 이해된다. 이 연구에서 ~적이라는 것은 ~의 관점과 ~의 맥락에서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상
정한다. 예를 들어 수동적 능동성이란 수동의 경향(관점)에서 갖는 능동성이고, 능동적 수동성이란 능
동의 경향(맥락)에서 갖는 수동성, 교육적 체험이란 교육의 상태에서 하는 체험이며, 비교육적 체험이
란 교육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체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7)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에는 의지의 관점이 있다. 니체가 말한 Wille zur Macht는 ‘생을 향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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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에요(FESL2-150).

숲교육이 학교숲에서 이뤄진다면 가능한 현장에 있는 자연물로 교육소재를 삼는 것이 가능
하다. 그러나 독특한 자연물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면 자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밝히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육에서 식탁위에 올라오는 바나나가 필리핀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먹는 것과, 과정을 모르고 바나나를 먹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숲교육은 숲
이 가진 현장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자연을 교육소재로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멀
리 있는 곳에서 자연물이 왔다면 이유와 출처를 알려주며 숲교육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
정한다.

나. 감각교육
숲교육은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방식을 갖는다. 자연에 대하여 영상을 보거나 라디오

로 듣는 간접경험이 아니라, 자귀나무 꽃향기를 맡고, 주목나무 열매를 맛보고, 도꼬마리 열매
의 따끔거림을 느끼면서 경험한다. 따라서 숲교육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감각을 깨우고 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한 감각의 훈련을 통해 몸-머리-가슴이 통합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조한나: 열매 먹어보고 새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그 놀이 하면 좋겠다.
조한나: 아이들이 맛보는 거 엄청 좋아해 그렇지요?(FESL2-148)
조한나: 숲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 그런데 눈 감고 듣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조한나: 애벌레는 말 안 해… 눈을 감고 (걸어봐~)(약 1분 정도 그대로 걸음) 
조한나: 우리 여기 흙냄새 한번 맡아볼까?
이은영: 부드럽지. 느낌이 어때요? 
아이들: (중국단풍씨앗을 하늘에 던지며) 야 이거 프로펠러야. 그냥 던지면 돼. 막 던져? 우와 신기하

다. / 아. 아. / 진짜? / 우와 잘 난다.
 

숲교육은 감각교육을 지향하며 오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오감에는 시
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사용하고 때로는 공감각적인 측면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사람은 감각 중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80%의 영역을 시각에 의존한다고 한다(Glasser, 
1984).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이 
확장되는 것을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숲길을 걷는 것(애벌레 되어보기 활
동), 숲에서 소리에 귀 기울이기(소리지도 그리기), 손으로 보아요(촉감으로 물건 알아맞히기), 
향기로 같은 물건 찾아오기 등의 활동은 평소 시각에 의존하는 것에서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숲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맞보는 것
으로 미각이 사용되고, 촉각은 자연물을 만지는 것, 청각은 소리를 듣고 비교해보며, 후각은 
자연의 냄새를 맡아보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봄에 피는 매화의 향기나, 한 여름에 피는 
자귀나무 꽃의 향기는 후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훈련할 수 있
는 숲교육은 감각교육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에서 인간의 감각을 12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최숙연, 2011). 그에 따르
면 인간의 감각은 촉각(sense of touch), 생명감각(sense of life), 운동감각(sense of 
movement), 균형감각(sense of balance), 후각(sense of smell), 미각(sense of taste), 시
각(sense of sight), 온 감각(sense of warmth), 청각(sense of hearing), 언어감각(sense 
of speech), 사고감각(thought sense), 자아감각(ego-sen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숲교육이 

- 70 -

이러한 슈타이너의 이론을 접목해서 확장해갈 수 있다면 기존의 오감을 넘어서 열두 감각을 
모두 발전시키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능동적 수동성과 수동적 능동성
사또마나부는 배움의 공동체의 경우 효율적인 배움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수동적 능동성을 

보인다고 한다(Satō & 한국 배움의 공동체연구회, 2014). 수동적 능동성은 아이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열심히 배움을 수행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교사가 책을 읽으라고 하면 열심히 읽
고, 수학문제를 계산하도록 안내하면 열심히 계산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배움이 이뤄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

수동적36) 능동성은 교육을 ‘사회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수동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아이들이 능동적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교사가 가르쳐주어야 
하는 맥락하에 아이들에게 수동성을 기대하고, 그러한 수동적인 맥락 하에 아이들이 자신의 
배움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에너지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 
중37)에서 아이들이 가진 자신의 삶에 대한 에너지를 코나투스(conatus)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Spinoza, 1977). 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고, 스스로 탐색하고 싶은 것은 아이의 본성
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아이의 본성을 뒤로 하고 교사가 먼저 제시한다면, 아이는 제시된 것
을 받아야 하는 역할로 ‘수동적’이기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숲교육에서 어느 부분 아이들은 본성(本性)으로 그리고 본래(本來)적으로 자연의 일
부로서 숲을 경험한다. 물을 만나면 만지고 싶고, 나무를 만나면 오르고 싶어하며, 돌맹이를 
만지면 던지고 싶어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며 숲은 그러한 사람의 본성이 살아나는 공간
이 되기도 한다.

숲교육의 현장에서 숲선생님 역시 아이들에게 능동적 수동성을 기대한 부분이 있다.

박현수: 잠깐이라도 돌아가면서 한 번 전부 읽을 수 있는 모양새가 나와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데꾸부꾸(이것저것 앞뒤를 맞추어서)를 뀌어 맞추지 못한 것이. 아이들에게 그 정립이 안 된 
것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차후 저런 저기가 있다면, 다른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아. 아이들
이 능동적으로 자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쉬움이 있
습니다(FESL1-72).

이러한 기대에 발맞추어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수동적 능동성을 보인 경우도 있다.

조한나: (원래는 도토리를 그리는 건데) 쟤는 막 추상화를 했어. 그런데 예쁘더라구. 그냥 냅 
둬야 하는구나.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지가 더 잘했잖아. 그냥 너무 강요하지 말고 대충 
맞춰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저럴 때는(FESL 4-21).

이은영: 숲에서는 하드보드지에 나뭇잎 색깔 가지고 꽃도 만들고 하는 거, 되게 쉬운 거 같으
면서도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저것들이 나뭇잎 찢어서 만
들기도 하고 거꾸로 붙이기도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씩 해서 달고 다니잖아요. 어

36) 적(的)이라는 표현은 한자어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경향·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민중서림편집국, 
2006)로 이해된다. 이 연구에서 ~적이라는 것은 ~의 관점과 ~의 맥락에서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상
정한다. 예를 들어 수동적 능동성이란 수동의 경향(관점)에서 갖는 능동성이고, 능동적 수동성이란 능
동의 경향(맥락)에서 갖는 수동성, 교육적 체험이란 교육의 상태에서 하는 체험이며, 비교육적 체험이
란 교육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체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7)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에는 의지의 관점이 있다. 니체가 말한 Wille zur Macht는 ‘생을 향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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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아이들은 그것을 일 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FESL 4-25).

숲교육 수업나눔의 장면에서 아이들은 어느 부분 수동적 능동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
렇게 수동적 능동성이 드러나는 장면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숲선생님의 제안을 바탕으로 자신
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숲교육은 숲이 가진 특이성을 바탕으로 능동적 수동성으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하는 어떤 순간은 그대로 표현되며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는 무
엇인가 담아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이들: 아~~ 아~~(이은영의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박주가리 씨앗을 날리면서)
아이: 와~~ 와~~(조한나의 숲교육에서 나뭇잎 스테인글라스를 햇빛에 비춰보면서)

숲에서는 많은 것을 체험한다. 그리고 숲의 경험은 인간에게 새롭다. 물봉선이 터지는 것을 
느끼는 손끝의 감각, 매화말발도리 열매를 루페(loupe)로 관찰할 때의 신비, 꼭두서니의 네모
난 줄기와, 쇠뜨기의 퍼즐구조로 짜인 잎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책, 컴퓨터, 인터넷에 
담기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표
현은 ‘경이(驚異)’로서 이해할 수 있다. 

생명의 경이를 마주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어느 부분 ‘능동적 수동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Carter, 2010; Nabhan & Trimble, 2003; Wakeford, 2001). 숲을 자주 찾는 사람
들은 숲에서 인간이 한 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람이 자연
에 대해 갖는 태도를 ‘능동적 수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숲교육을 통해서 자
연의 경이를 경험하는 아이들도 어느 지점에서 ‘능동적 수동성’의 모습을 보인다.

라. 안전과 모험
숲교육은 안전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은 물리적인 안전을 의미하며, 교육은 물리적으로 안

전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숲교육에서 숲선생님이 가진 안전과 모험에 
대한 태도가 숲교육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사례로 ‘칼의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숲에서 이뤄지는 활동 중 ‘나무이름표 만들기’ 활동이 있다. 간단하게는 나무 조각을 주고 
이름을 써서 나무에 걸어놓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잘라놓은 나무, 
사포, 목걸이와 줄을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나무에 사포질을 하고 네임펜으로 이
름을 써서 나무에 이름표를 거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가장 간단하다. 이 활동은 10분~20분 정
도 소요되고 10명 내외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과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을 다르게 구성한다면 주변에서 나무를 찾아와서, 나무를 톱질을 하고, 톱질된 나무
에 구멍을 뚫고, 그 나무를 사포질을 한 다음에, 나무를 동정(同定)38)하고, 나무의 이름을 지
어주거나 기존의 나무이름을 그대로 적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가장 번거롭다. 이렇게 활동을 
구성할 경우 나무를 찾고, 다른 친구가 나무를 자를 때 잡아주고, 자신이 톱질하고, 사포질을 
하고 구멍을 뚫는 과정을 아이들이 할 경우 최소 1시간이 필요하다.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은 숲선생님 1명과 10명 정도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 활동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
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직접 톱질이 가능하지만, 유아의 경우 톱질 자체가 어렵고 위험한 
것이 있다.

38)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정하는 일(민중서림편집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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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칼을 갖고 사용하는 것을 대부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조한나 숲선생님은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활동을 2학년, 3학년 아이들 여섯 명과 하였고, 
아이들에게 커터 칼을 조금만 내어주고 하도록 안내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었
고, 그 중에서 3명 정도가 숲선생님 앞에서 칼을 사용하도록 안내함으로 아이들이 칼을 사용
하는 과정을 숲선생님이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안전하게 칼을 사용하여 스스로 
나뭇잎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었다.

조한나: 많이 내면 안 돼. 흔들려가지고, 조금만 내고 위에 잡고 하라고 알려주니까. 그 때는 여섯 
명인가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잘 하고, 그런데 여자 어린 아이들은 내가 해 주고,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니까 남자 아이들은 뚝딱 하더라구요
(FESL3-294).

조한나 숲선생님의 다른 경험으로 스쿨팜에서 진행하는 활동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들이 각 지역의 농장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며 야채를 기르고 수확하여 먹어보
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무를 심어서 수확을 하였고, 이에 연결되는 활동으로 깍두기 
만들기를 하는 수업이었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지하였고, 궁극적
으로 아이들은 칼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는 다른 사람이 썰어주게 되었다. 

조한나: 초등학교에서 칼을 못 쓰게 되어있어요. 5학년이 텃밭에서 농사지은 기른 무를 가지고 무말
랭이 수업을 하는데 칼을 못 쓴다는 거야. 아니 5학년인데 칼을 못쓰냐.

조한나: 작년에 농사 스쿨팜을 했는데, 4학년인가 무 써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다 썰어줬어. 이번에도 5학년짜리, 4학년들 하는데, ‘배추 썰게요’ 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구. 안 된다구. ‘야 너네 다치면 안 돼’ 했던 기억이 나네(FESL3-288).

숲유치원으로 알려진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가 국내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다39). 조한나 
숲선생님은 방송에서 유치원 아이가 칼을 주고 직접 나무를 깎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
고 우리나라의 교육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무조건 안전해야한다는 이유
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에서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해했다.

조한나: 저 정도 되면 학교에서 다 칼을 쓰거든요. 학교에 가면 자기 자리에 다 있어. 조심스럽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FESL4-14).

이와 같은 연구의 모습은 조규성(2010)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조규성은 아이들이 숲
을 경험하는 것에서 숲의 ‘위험’은 ‘안전’을 위한 백신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래서 위험
을 경험함으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하여 스스로 자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백신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관점임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숲교육에서 ‘칼을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는 각 숲선생님이 가진 입장이 다르다. 어떤 숲선생
님은 기회를 주지만, 어떤 숲선생님은 보다 안전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는 

39) EBS 뉴스 숲유치원 1편 – 안전 걱정 없어요(2011.02.14)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513/H?eduNewsYn=N
숲유치원 2편 – 숲유치원의 효과(2011.02.15)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621/H?eduNewsYn=N
숲유치원 3편 - 숲으로 전차 여행(2011.02.16)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697/H?eduNewsYn=N
숲유치원 4편 - 함께 있는 듯 없는 듯(2011.02.17.)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778/H?eduNewsYn=N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513/H?eduNewsYn=N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621/H?eduNewsYn=N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697/H?eduNewsYn=N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778/H?eduNews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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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아이들은 그것을 일 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FESL 4-25).

숲교육 수업나눔의 장면에서 아이들은 어느 부분 수동적 능동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
렇게 수동적 능동성이 드러나는 장면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숲선생님의 제안을 바탕으로 자신
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숲교육은 숲이 가진 특이성을 바탕으로 능동적 수동성으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하는 어떤 순간은 그대로 표현되며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는 무
엇인가 담아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이들: 아~~ 아~~(이은영의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박주가리 씨앗을 날리면서)
아이: 와~~ 와~~(조한나의 숲교육에서 나뭇잎 스테인글라스를 햇빛에 비춰보면서)

숲에서는 많은 것을 체험한다. 그리고 숲의 경험은 인간에게 새롭다. 물봉선이 터지는 것을 
느끼는 손끝의 감각, 매화말발도리 열매를 루페(loupe)로 관찰할 때의 신비, 꼭두서니의 네모
난 줄기와, 쇠뜨기의 퍼즐구조로 짜인 잎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책, 컴퓨터, 인터넷에 
담기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표
현은 ‘경이(驚異)’로서 이해할 수 있다. 

생명의 경이를 마주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어느 부분 ‘능동적 수동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Carter, 2010; Nabhan & Trimble, 2003; Wakeford, 2001). 숲을 자주 찾는 사람
들은 숲에서 인간이 한 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람이 자연
에 대해 갖는 태도를 ‘능동적 수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숲교육을 통해서 자
연의 경이를 경험하는 아이들도 어느 지점에서 ‘능동적 수동성’의 모습을 보인다.

라. 안전과 모험
숲교육은 안전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은 물리적인 안전을 의미하며, 교육은 물리적으로 안

전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숲교육에서 숲선생님이 가진 안전과 모험에 
대한 태도가 숲교육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사례로 ‘칼의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숲에서 이뤄지는 활동 중 ‘나무이름표 만들기’ 활동이 있다. 간단하게는 나무 조각을 주고 
이름을 써서 나무에 걸어놓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잘라놓은 나무, 
사포, 목걸이와 줄을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나무에 사포질을 하고 네임펜으로 이
름을 써서 나무에 이름표를 거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가장 간단하다. 이 활동은 10분~20분 정
도 소요되고 10명 내외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과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을 다르게 구성한다면 주변에서 나무를 찾아와서, 나무를 톱질을 하고, 톱질된 나무
에 구멍을 뚫고, 그 나무를 사포질을 한 다음에, 나무를 동정(同定)38)하고, 나무의 이름을 지
어주거나 기존의 나무이름을 그대로 적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가장 번거롭다. 이렇게 활동을 
구성할 경우 나무를 찾고, 다른 친구가 나무를 자를 때 잡아주고, 자신이 톱질하고, 사포질을 
하고 구멍을 뚫는 과정을 아이들이 할 경우 최소 1시간이 필요하다.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은 숲선생님 1명과 10명 정도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 활동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
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직접 톱질이 가능하지만, 유아의 경우 톱질 자체가 어렵고 위험한 
것이 있다.

38)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정하는 일(민중서림편집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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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칼을 갖고 사용하는 것을 대부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조한나 숲선생님은 나뭇잎 스테인글라스 활동을 2학년, 3학년 아이들 여섯 명과 하였고, 
아이들에게 커터 칼을 조금만 내어주고 하도록 안내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었
고, 그 중에서 3명 정도가 숲선생님 앞에서 칼을 사용하도록 안내함으로 아이들이 칼을 사용
하는 과정을 숲선생님이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안전하게 칼을 사용하여 스스로 
나뭇잎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었다.

조한나: 많이 내면 안 돼. 흔들려가지고, 조금만 내고 위에 잡고 하라고 알려주니까. 그 때는 여섯 
명인가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잘 하고, 그런데 여자 어린 아이들은 내가 해 주고,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니까 남자 아이들은 뚝딱 하더라구요
(FESL3-294).

조한나 숲선생님의 다른 경험으로 스쿨팜에서 진행하는 활동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들이 각 지역의 농장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며 야채를 기르고 수확하여 먹어보
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무를 심어서 수확을 하였고, 이에 연결되는 활동으로 깍두기 
만들기를 하는 수업이었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지하였고, 궁극적
으로 아이들은 칼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는 다른 사람이 썰어주게 되었다. 

조한나: 초등학교에서 칼을 못 쓰게 되어있어요. 5학년이 텃밭에서 농사지은 기른 무를 가지고 무말
랭이 수업을 하는데 칼을 못 쓴다는 거야. 아니 5학년인데 칼을 못쓰냐.

조한나: 작년에 농사 스쿨팜을 했는데, 4학년인가 무 써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다 썰어줬어. 이번에도 5학년짜리, 4학년들 하는데, ‘배추 썰게요’ 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구. 안 된다구. ‘야 너네 다치면 안 돼’ 했던 기억이 나네(FESL3-288).

숲유치원으로 알려진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가 국내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다39). 조한나 
숲선생님은 방송에서 유치원 아이가 칼을 주고 직접 나무를 깎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
고 우리나라의 교육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무조건 안전해야한다는 이유
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에서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해했다.

조한나: 저 정도 되면 학교에서 다 칼을 쓰거든요. 학교에 가면 자기 자리에 다 있어. 조심스럽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FESL4-14).

이와 같은 연구의 모습은 조규성(2010)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조규성은 아이들이 숲
을 경험하는 것에서 숲의 ‘위험’은 ‘안전’을 위한 백신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래서 위험
을 경험함으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하여 스스로 자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백신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관점임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숲교육에서 ‘칼을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는 각 숲선생님이 가진 입장이 다르다. 어떤 숲선생
님은 기회를 주지만, 어떤 숲선생님은 보다 안전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는 

39) EBS 뉴스 숲유치원 1편 – 안전 걱정 없어요(2011.02.14)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513/H?eduNewsYn=N
숲유치원 2편 – 숲유치원의 효과(2011.02.15)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621/H?eduNewsYn=N
숲유치원 3편 - 숲으로 전차 여행(2011.02.16)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697/H?eduNewsYn=N
숲유치원 4편 - 함께 있는 듯 없는 듯(2011.02.17.)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778/H?eduNewsYn=N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513/H?eduNewsYn=N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621/H?eduNewsYn=N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697/H?eduNewsYn=N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3068778/H?eduNews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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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나는 어떤 관점에서 숲교육을 안내하고 있는지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숲교육’은 아이들이 안전하지만, 무엇인가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모
험의 숲교육’은 아이들이 위험(Hazard)한 측면이 있는 반면, 아이들 스스로 경험함으로 도구
를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마. 즉흥성
숲교육은 답사를 통해 각 지역과 계절,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그러나 숲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은 답사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숲선생님은 즉흥적으로 반응한다.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고, 숲
길에서 동물의 사체를 만나면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돌아가기도 한다. 아이가 애벌레를 발견
하거나 곤충을 만나면 그곳에서 아이의 관심을 더하여 관찰하기도 한다. 이런 숲교육의 모습
을 즉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은영: 프로그램 교안을 짜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했다가 저것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조한나: 어떤 선생님들은 막 미여터지게(가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하하하
이은영: 햇수(년도가 오래될수록)에 따라서 가방무게가 다르다는데, 비워도 되는 햇수 이기는 한데, 

(저는) 준비물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FESL2-26).

숲선생님은 숲교육을 진행하는 햇수에 따라서 가방무게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
는 즉흥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준비물이 많아서 가방의 무게가 비교적 무겁지만, 해가 지날
수록 그런 즉흥성에 대비하는 것의 노하우가 생겨서 가방의 무게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교
안에서 정한대로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숲교육에서는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숲선생님들은 
교안은 준비하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조한나: 그러니까 나는 저런 것의 좋은 점이 있는데 천천히 잘 보면서 이동하면은 지렁이가 있는거
예요. 그냥 걸었으면 못보고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럴 때 내가 되게 좋은 거지
(FESL3-251).

숲교육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즉흥적으로 자연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 갑자기 앞에 있
는 지렁이를 발견하거나, 곤충의 애벌레, 사슴벌레 등의 곤충을 만날 때가 그러하다.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런 살아있는 자연을 접하는 순간은 숲교육에 참가한 아이들과 숲선생님 모두에게 
생명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다.

- 74 -

3) 숲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드러난 숲교육 교수학습방법은 모두 일곱 가지를 살펴 볼 수 있었

다. 숲교육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관찰, 표현, 설명, 놀이(학습놀이, 전래놀이, 자유놀이), 탐색, 
줍기, 만들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숲교육의 모든 교수학습방법은 아니며, 앞으로의 숲
교육 연구에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 관찰
관찰(觀察)이 가진 사전적 의미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이다(민중서림편집국, 2006). 관찰

은 그냥 지나치는 시선과는 다르다. 꽃을 보는 것과 꽃을 관찰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조한나: (동양화 선생님이)계속 다시 다시 다시 하는거야. 계속 두부 한 모를 가져다 놓고 그림을 그
리면 달라져요. 보이는거야. 자꾸. 우리가 나무 하나를 볼 때 이것도 산딸나무야 하고 확 지
나가. 이것도 열매 빨게 하고 확 지나가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에게 
관찰을 시키는 것이지요. 보이는 걸 말해봐. 잎사귀를 봐, 아이들이 집중을 한다는거지. 다른 
잎사귀랑 어떤 차이가 있나. 잎맥도 다르잖아요. 잎사귀를 봐, 아이들이 집중하게 만드는거지. 
나는 그런게 좋은 것 같아(중략). 

조한나: 처음에는 직사각형이야 딱. 그리고 접시야.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두
부 누를 때 틀 있잖아요. 두부 가장자리가 그 틀이야. 그걸 덧붙여요. 그리고 나중에 두부 구
멍에 결이 있어요. 그게 보이고, 위하고 밑의 차이가 보이고. 어떻게 부드럽게 표현하느냐가 
관점이야. 두부가 어디는 딱딱하고 어디는 부드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두부같이 표현해. 그래
서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려가는 과정이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지금 귤 하나 
그리면 못 그려. 그냥 동그라미야.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은 보인다니까. 꼬다리도 보이고 결
도 보이고. 보여요. 그래서 오래 두고 봐야해(FESL2-77).

 
숲교육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이 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어느 순간 깊이 있게 바라보

는 일이다. 어제 만난 숲과 오늘 만나는 숲은 어느 부분이 변해있다. 조한나 숲선생님이 ‘두
부’를 관찰하고 그렸던 경험에서 무엇을 깊이 바라보는 일은 작은 차이를 발견하게 해 주었
다. 스쳐보는 일이 아니라 주의 깊게 자연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의 껍질
에서 벗어날 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학에서 관찰과 숲교육의 관찰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 관찰이란 대상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각정보를 수용하여 관찰자의 주관적 요소로 구성된 지각적 틀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활동이다(변정호, 이준기, 권용주, 2009). 공통점으로는 관찰자의 주관으로 
감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유사하다. 그러나 과학적 관찰에서 지각적 틀을 통해 정
보를 인식하는 활동이라면, 숲교육에서 관찰은 그러한 지각적 틀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차
이가 있다. 과학적 관찰은 일회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으로 그 순간에 있는 모습에 대한 이해라
면, 숲교육에서 관찰은 볼 때마다 다르게 보는 것이다. 숲교육에서 관찰은 작은 차이를 발견
하게 한다.

세 숲교육 현장에서 관찰은 중요한 교수학습방법이었다. 아이들이 자기나무를 관찰하여 관
찰일기를 쓰는 과정(박현수의 숲교육)에서, 혹은 열매전달놀이에서(이은영의 숲교육), 숲속 빙
고놀이(조한나의 숲교육)에서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나. 표현
관찰을 하고 난 다음 숲교육에서는 관찰일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주로 쓰거나 

그리거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을 한다.
아이들은 관찰일기에 각자 정해진 식물을 그리거나 변화된 내용을 적는다. 색연필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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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나는 어떤 관점에서 숲교육을 안내하고 있는지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숲교육’은 아이들이 안전하지만, 무엇인가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모
험의 숲교육’은 아이들이 위험(Hazard)한 측면이 있는 반면, 아이들 스스로 경험함으로 도구
를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마. 즉흥성
숲교육은 답사를 통해 각 지역과 계절,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그러나 숲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은 답사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숲선생님은 즉흥적으로 반응한다.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고, 숲
길에서 동물의 사체를 만나면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돌아가기도 한다. 아이가 애벌레를 발견
하거나 곤충을 만나면 그곳에서 아이의 관심을 더하여 관찰하기도 한다. 이런 숲교육의 모습
을 즉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은영: 프로그램 교안을 짜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했다가 저것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조한나: 어떤 선생님들은 막 미여터지게(가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하하하
이은영: 햇수(년도가 오래될수록)에 따라서 가방무게가 다르다는데, 비워도 되는 햇수 이기는 한데, 

(저는) 준비물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FESL2-26).

숲선생님은 숲교육을 진행하는 햇수에 따라서 가방무게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
는 즉흥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준비물이 많아서 가방의 무게가 비교적 무겁지만, 해가 지날
수록 그런 즉흥성에 대비하는 것의 노하우가 생겨서 가방의 무게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교
안에서 정한대로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숲교육에서는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숲선생님들은 
교안은 준비하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조한나: 그러니까 나는 저런 것의 좋은 점이 있는데 천천히 잘 보면서 이동하면은 지렁이가 있는거
예요. 그냥 걸었으면 못보고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럴 때 내가 되게 좋은 거지
(FESL3-251).

숲교육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즉흥적으로 자연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 갑자기 앞에 있
는 지렁이를 발견하거나, 곤충의 애벌레, 사슴벌레 등의 곤충을 만날 때가 그러하다.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런 살아있는 자연을 접하는 순간은 숲교육에 참가한 아이들과 숲선생님 모두에게 
생명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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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드러난 숲교육 교수학습방법은 모두 일곱 가지를 살펴 볼 수 있었

다. 숲교육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관찰, 표현, 설명, 놀이(학습놀이, 전래놀이, 자유놀이), 탐색, 
줍기, 만들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숲교육의 모든 교수학습방법은 아니며, 앞으로의 숲
교육 연구에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 관찰
관찰(觀察)이 가진 사전적 의미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이다(민중서림편집국, 2006). 관찰

은 그냥 지나치는 시선과는 다르다. 꽃을 보는 것과 꽃을 관찰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조한나: (동양화 선생님이)계속 다시 다시 다시 하는거야. 계속 두부 한 모를 가져다 놓고 그림을 그
리면 달라져요. 보이는거야. 자꾸. 우리가 나무 하나를 볼 때 이것도 산딸나무야 하고 확 지
나가. 이것도 열매 빨게 하고 확 지나가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에게 
관찰을 시키는 것이지요. 보이는 걸 말해봐. 잎사귀를 봐, 아이들이 집중을 한다는거지. 다른 
잎사귀랑 어떤 차이가 있나. 잎맥도 다르잖아요. 잎사귀를 봐, 아이들이 집중하게 만드는거지. 
나는 그런게 좋은 것 같아(중략). 

조한나: 처음에는 직사각형이야 딱. 그리고 접시야.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두
부 누를 때 틀 있잖아요. 두부 가장자리가 그 틀이야. 그걸 덧붙여요. 그리고 나중에 두부 구
멍에 결이 있어요. 그게 보이고, 위하고 밑의 차이가 보이고. 어떻게 부드럽게 표현하느냐가 
관점이야. 두부가 어디는 딱딱하고 어디는 부드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두부같이 표현해. 그래
서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려가는 과정이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지금 귤 하나 
그리면 못 그려. 그냥 동그라미야.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은 보인다니까. 꼬다리도 보이고 결
도 보이고. 보여요. 그래서 오래 두고 봐야해(FESL2-77).

 
숲교육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이 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어느 순간 깊이 있게 바라보

는 일이다. 어제 만난 숲과 오늘 만나는 숲은 어느 부분이 변해있다. 조한나 숲선생님이 ‘두
부’를 관찰하고 그렸던 경험에서 무엇을 깊이 바라보는 일은 작은 차이를 발견하게 해 주었
다. 스쳐보는 일이 아니라 주의 깊게 자연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의 껍질
에서 벗어날 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학에서 관찰과 숲교육의 관찰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 관찰이란 대상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각정보를 수용하여 관찰자의 주관적 요소로 구성된 지각적 틀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활동이다(변정호, 이준기, 권용주, 2009). 공통점으로는 관찰자의 주관으로 
감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유사하다. 그러나 과학적 관찰에서 지각적 틀을 통해 정
보를 인식하는 활동이라면, 숲교육에서 관찰은 그러한 지각적 틀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차
이가 있다. 과학적 관찰은 일회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으로 그 순간에 있는 모습에 대한 이해라
면, 숲교육에서 관찰은 볼 때마다 다르게 보는 것이다. 숲교육에서 관찰은 작은 차이를 발견
하게 한다.

세 숲교육 현장에서 관찰은 중요한 교수학습방법이었다. 아이들이 자기나무를 관찰하여 관
찰일기를 쓰는 과정(박현수의 숲교육)에서, 혹은 열매전달놀이에서(이은영의 숲교육), 숲속 빙
고놀이(조한나의 숲교육)에서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나. 표현
관찰을 하고 난 다음 숲교육에서는 관찰일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주로 쓰거나 

그리거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을 한다.
아이들은 관찰일기에 각자 정해진 식물을 그리거나 변화된 내용을 적는다. 색연필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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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리기보다 보이는데로 그
리도록 안내받기도 한다. 관찰일기 작성은 아이들이 자연의 변화를 스스로 글과 그림으로 표
현하고 변화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관찰일
기는 아이들의 기억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며, 기록을 통해 새로운 발견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한나: 저는 보육원에서는 2학년에서 5학년까지 있는데, 나는 저걸 주장하는 바에요. 강력하게. 보
육원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무 주목을 받지 못하잖아요. 발표할 기회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여기서도 그래. 학교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항상 따로 있어. 그래서 균등하게 나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진짜 못하는데 나중에는 발표하거
든요. 그런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야. 그런 자세. 바른 자세. 듣는 자세도 중요
하잖아요. 올해 우리가 발표 할 때 처음에는 진짜 엉망으로 쓰고 발표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들레 선생님하고 저랑 했었는데, 우리는 20회를 했었는데, 우리는 10회 되었을 때 우리가, 
너희가 쓰는 자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니 다음에는 한 시간 내내 쓰기만 하겠다. 한 시
간 내내 발표만 하겠다. 우리는 인사 제대로 안 하면 열 번도 더시켜. 다시. 다시. 장난스럽게 
그것을 잘 못해요. 인사할 때 아이들 “에~~” 그러는데. 그걸 못해요. 인사를 제대로. 웃으면
서 해. 어색하니까. “웃지 말고 인사할 때 뭐가 우스워” 계속 하는거예요. 발표도 장난스럽게 
하면 다시 하라고 계속 해. 너희들이 농사짓고 그러는 거 너무 잘하더라구. 너희들이 이게 부
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멋있는 아이가 되고 싶으면 이것만 연습하면 멋있어 질 것 같
은데 해 보겠냐고 했더니.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지를 쓰는데 조용해지면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쓰는 거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너무 기대 안하고 가르쳤나 반성
이 되는거야. 그 다음에는 일지 쓰는 것이 재미있고, 조용히 하고 발표도 태도가 좋아졌더라
구(FESL1-68).

관찰일기가 작성되면 이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유하는 시간에 나의 
관점을 표현하고 다른 친구의 관점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모둠이 하나의 나무를 
관찰할 경우, 친구의 발표를 들으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또한 발표를 통해서 발표하는 자세와 듣는 자세도 함께 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나의 발표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다른 아이의 발표시간에 떠드는 것은, 나의 발표시간에 다른 아이
들이 떠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발표를 집중해서 들을 때, 나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어줄 것
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발표시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리더십(leadership)과 사회성이 함께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차렷 경례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학교 현실에서 아
이들에게 대표하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자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
는 시간을 주는 것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숲교육에서 표현의 기회는 다양했다. 아이들이 관찰일기를 써오는 것, 선생님의 질문에 대
답하는 것, 관찰일기를 공유하는 것(박현수의 숲교육), 자기나무를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것, 
관찰일기 작성하는 것(이은영의 숲교육), 나뭇잎 스테인글라스와 소감말하기(조한나의 숲교육) 
등의 활동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다. 설명(앎의 전달)
참가자가 식물이나 숲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적은 경우, 숲선생님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

달하기도 했다. 산딸나무, 화살나무, 마타리, 물봉선 등의 이름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그냥 
풀이라고 이해했던 것들도 모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앎은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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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증가와 연결되기도 했다.

조한나: 고맙다고 그랬어. 고마운 꽃, 고마…리. 고마리, 물을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고마
리야. 이런 것은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아이: 저거 파란 것은 무슨 꽃이에요?
조한나: 어느거. 파란 꽃? 가만있어.
아이: 이 꽃 이름은 뭐에요?
조한나: 이 꽃 이름은 달개비라고 해. 오늘 여기서 풀 이름 하나, 나무이름하나 또 뭐하나 알아갈까?
엄마: 곤충!
조한나: 곤충 하나 이름 알아갈까? 그럼 보는대로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서부터 잘 봐야해(다시 아이

들 앞서 천천히 걸어간다.)

숲에 대한 앎은 무한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숲에 있는 나무와 풀마다 이름이 있으며, 
그 안에 사는 곤충과 새, 양서 파충류와 수서생물을 포함하면 숲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숙지해
야 하는 지식의 많다고 짐작할 수 있다.

숲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설명을 들음으로 알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
러나 자연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숲선생님의 지식 중
에는 기준이 불명료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기도 하다. 

박현수: 그럼 여기서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 우리나라에 꽃을 3600종의 꽃을 기준으로 해서 3000가
지 색상을 분류해 봤거든? 무슨 색이 제일 많은지? 

아이: 보라색, 빨강색. 하얀색(중략)
박현수: 땡!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숲교육은 숲에 대한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을 시작
으로 동정하거나 동정에 필요한 내용지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지식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야기하기도 하며 더 깊은 지식을 위한 발돋움이 되기도 한다.

숲교육에서 설명되는 내용으로는 식물의 이름이나 정보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꽃의 
색상에 내한 내용(박현수의 숲교육), 박주가리, 주목나무, 산딸나무, 작살나무, 이팝나무, 도꼬
마리 등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은영의 숲교육), 고마리,매미, 버섯(조한나의 숲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설명으로 전달되었다.

라. 놀이(학습놀이, 전래놀이, 자유놀이)
숲교육에서 놀이는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놀이에 대하여 학습놀

이, 전래놀이, 자유놀이로 구분해 보았다. 학습놀이로는 ‘도토리야 굴러라’, ‘솔방울하키’, ‘숲 
속 빙고’등 숲선생님들이 놀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을 학습놀이로 구
분했다. ‘사방치기’와, ‘숲숲숲대문을 열어라’의 놀이는 전래놀이하고, 아무 규칙도 없이 아이
들이 스스로 노는 것을 자유놀이로 구분하였다.

이은영: 한 번 잡아보세요~(도토리를 굴려라 천을 펼치고) 딱 잡아보세요. 자. 3학년 7반. 우리가 간
단한 놀이를 할 건데요. 저기 보이는 저 큰 나무 하나는 이렇게 씨앗 하나로부터 출발을 해
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씨앗 하나가 자라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앗 하나
가. 나무가 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도토리에요. 이런 나무가 되려고 그러면. 이 씨앗 
하나가 숲에 떨어졌는데 도토리를 좋아하는 곰이 있지. 곰이 먹어버리면 싹이 날 수 있어? 
없어? 이건 누구지? 다람쥐. 이거 청설모. 다람쥐가 먹어버리면 싹이 날 수 있어? 없어? 없
지. 멧돼지나 청설모가 먹어버리면 싹이 날 수 없지. 산에 사는 어치야. 얘도 어치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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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리기보다 보이는데로 그
리도록 안내받기도 한다. 관찰일기 작성은 아이들이 자연의 변화를 스스로 글과 그림으로 표
현하고 변화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관찰일
기는 아이들의 기억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며, 기록을 통해 새로운 발견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한나: 저는 보육원에서는 2학년에서 5학년까지 있는데, 나는 저걸 주장하는 바에요. 강력하게. 보
육원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무 주목을 받지 못하잖아요. 발표할 기회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여기서도 그래. 학교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항상 따로 있어. 그래서 균등하게 나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진짜 못하는데 나중에는 발표하거
든요. 그런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야. 그런 자세. 바른 자세. 듣는 자세도 중요
하잖아요. 올해 우리가 발표 할 때 처음에는 진짜 엉망으로 쓰고 발표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들레 선생님하고 저랑 했었는데, 우리는 20회를 했었는데, 우리는 10회 되었을 때 우리가, 
너희가 쓰는 자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니 다음에는 한 시간 내내 쓰기만 하겠다. 한 시
간 내내 발표만 하겠다. 우리는 인사 제대로 안 하면 열 번도 더시켜. 다시. 다시. 장난스럽게 
그것을 잘 못해요. 인사할 때 아이들 “에~~” 그러는데. 그걸 못해요. 인사를 제대로. 웃으면
서 해. 어색하니까. “웃지 말고 인사할 때 뭐가 우스워” 계속 하는거예요. 발표도 장난스럽게 
하면 다시 하라고 계속 해. 너희들이 농사짓고 그러는 거 너무 잘하더라구. 너희들이 이게 부
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멋있는 아이가 되고 싶으면 이것만 연습하면 멋있어 질 것 같
은데 해 보겠냐고 했더니.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지를 쓰는데 조용해지면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쓰는 거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너무 기대 안하고 가르쳤나 반성
이 되는거야. 그 다음에는 일지 쓰는 것이 재미있고, 조용히 하고 발표도 태도가 좋아졌더라
구(FESL1-68).

관찰일기가 작성되면 이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유하는 시간에 나의 
관점을 표현하고 다른 친구의 관점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모둠이 하나의 나무를 
관찰할 경우, 친구의 발표를 들으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또한 발표를 통해서 발표하는 자세와 듣는 자세도 함께 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나의 발표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다른 아이의 발표시간에 떠드는 것은, 나의 발표시간에 다른 아이
들이 떠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발표를 집중해서 들을 때, 나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어줄 것
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발표시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리더십(leadership)과 사회성이 함께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차렷 경례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학교 현실에서 아
이들에게 대표하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자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
는 시간을 주는 것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숲교육에서 표현의 기회는 다양했다. 아이들이 관찰일기를 써오는 것, 선생님의 질문에 대
답하는 것, 관찰일기를 공유하는 것(박현수의 숲교육), 자기나무를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것, 
관찰일기 작성하는 것(이은영의 숲교육), 나뭇잎 스테인글라스와 소감말하기(조한나의 숲교육) 
등의 활동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다. 설명(앎의 전달)
참가자가 식물이나 숲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적은 경우, 숲선생님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

달하기도 했다. 산딸나무, 화살나무, 마타리, 물봉선 등의 이름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그냥 
풀이라고 이해했던 것들도 모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앎은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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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증가와 연결되기도 했다.

조한나: 고맙다고 그랬어. 고마운 꽃, 고마…리. 고마리, 물을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고마
리야. 이런 것은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아이: 저거 파란 것은 무슨 꽃이에요?
조한나: 어느거. 파란 꽃? 가만있어.
아이: 이 꽃 이름은 뭐에요?
조한나: 이 꽃 이름은 달개비라고 해. 오늘 여기서 풀 이름 하나, 나무이름하나 또 뭐하나 알아갈까?
엄마: 곤충!
조한나: 곤충 하나 이름 알아갈까? 그럼 보는대로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서부터 잘 봐야해(다시 아이

들 앞서 천천히 걸어간다.)

숲에 대한 앎은 무한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숲에 있는 나무와 풀마다 이름이 있으며, 
그 안에 사는 곤충과 새, 양서 파충류와 수서생물을 포함하면 숲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숙지해
야 하는 지식의 많다고 짐작할 수 있다.

숲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설명을 들음으로 알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
러나 자연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숲선생님의 지식 중
에는 기준이 불명료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기도 하다. 

박현수: 그럼 여기서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 우리나라에 꽃을 3600종의 꽃을 기준으로 해서 3000가
지 색상을 분류해 봤거든? 무슨 색이 제일 많은지? 

아이: 보라색, 빨강색. 하얀색(중략)
박현수: 땡!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숲교육은 숲에 대한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을 시작
으로 동정하거나 동정에 필요한 내용지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지식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야기하기도 하며 더 깊은 지식을 위한 발돋움이 되기도 한다.

숲교육에서 설명되는 내용으로는 식물의 이름이나 정보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꽃의 
색상에 내한 내용(박현수의 숲교육), 박주가리, 주목나무, 산딸나무, 작살나무, 이팝나무, 도꼬
마리 등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은영의 숲교육), 고마리,매미, 버섯(조한나의 숲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설명으로 전달되었다.

라. 놀이(학습놀이, 전래놀이, 자유놀이)
숲교육에서 놀이는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놀이에 대하여 학습놀

이, 전래놀이, 자유놀이로 구분해 보았다. 학습놀이로는 ‘도토리야 굴러라’, ‘솔방울하키’, ‘숲 
속 빙고’등 숲선생님들이 놀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을 학습놀이로 구
분했다. ‘사방치기’와, ‘숲숲숲대문을 열어라’의 놀이는 전래놀이하고, 아무 규칙도 없이 아이
들이 스스로 노는 것을 자유놀이로 구분하였다.

이은영: 한 번 잡아보세요~(도토리를 굴려라 천을 펼치고) 딱 잡아보세요. 자. 3학년 7반. 우리가 간
단한 놀이를 할 건데요. 저기 보이는 저 큰 나무 하나는 이렇게 씨앗 하나로부터 출발을 해
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씨앗 하나가 자라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앗 하나
가. 나무가 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도토리에요. 이런 나무가 되려고 그러면. 이 씨앗 
하나가 숲에 떨어졌는데 도토리를 좋아하는 곰이 있지. 곰이 먹어버리면 싹이 날 수 있어? 
없어? 이건 누구지? 다람쥐. 이거 청설모. 다람쥐가 먹어버리면 싹이 날 수 있어? 없어? 없
지. 멧돼지나 청설모가 먹어버리면 싹이 날 수 없지. 산에 사는 어치야. 얘도 어치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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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토리가 열리면 너무 바빠요. 씨앗이 나무가 되도록 두어야 되는데. 씨앗이 여기까지 도
착해야 성공하는 거야. 열매 하나를 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무 
몇 그루 심을 수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살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씨앗이 이리로 와야 해 
여기 도착해야 해.

박현수: 남자 대 여자 시범 보인다. 자 봐봐(사방치기 시범을 직접 보인다). 괜찮아. 아니야. 아웃 아
웃. 여기서 잡아야지. 그 다음에 2,3,4이어지는데, 여자가 5번에서 아웃 되었다 하면 그 다음
에 남자가 이어지는 거야. 알았지?.

엄마: 얘들아 내려와. 내려와~ 우석아 내려와.
엄마: 민준이. 우석아 내려와(경사지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고 놀이를 시작하는데 엄마들은 위험

하다고 내려오라고 한다) 거기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아이: 내려가자 일단은(그리고 다시 나무계단을 오르기 시작)
아이: 얘들아. 나는 다섯 개 찾았는데 도토리. 예진아 너 밤송이 밟았어. 괜찮아?(조한나의 숲교육)

놀이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되었다. 그 중 호이징가는 인간의 본성을 ‘유희’로 규정하고 인간
을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으로 정의한 바 있다(Huizinga, 1993). 호이징가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놀이는 목적을 갖지 않고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재미를 위
해서 하는 것을 놀이로 이해했다. 

조용환(1990)은 아이들의 가상놀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이 미성숙에서 성숙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 놀이를 통해 삶의 양적 확대(a→A)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a→a’ 혹은 a→b)를 수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도 고찰한 바 있다.

국내 놀이 연구가로 알려진 편해문(2003, 2005, 2007, 2012)은 ‘위험해야 놀이다’라고 이야
기 한다(편해문, 2015). 편해문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로서 놀이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한다.

놀이에 대한 호이징가(1993), 조용환(1990), 편해문(2015)의 논의를 살펴보면 놀이는 참여하
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놀이는 참여자들의 자발성이 요구되고, 놀이는 규칙을 지닌
다. 놀이는 활동의 자체, 과정, 결과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며, 놀이는 감성적이고, 놀이는 시
간에 따라 변하며, 남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근래 숲교육의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놀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숲교육에서 진행하
는 여러 놀이들은 메시지(message)를 갖고 의도하여 만들어진 놀이가 있다. 그러나 호이징가
에 따르면 메시지를 갖는 것은 놀이가 되지 못한다.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놀면서도 안 놀았
다(이은영의 숲교육)’고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것이 학습놀이로 이해되었던 것이고 자유놀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래놀이로는 사방치기나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등의 놀이가 있었다. 숲에서 하는 전래놀이
에 대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모아 정리된 내용은 따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2015).

마지막으로 자유놀이가 있다.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노는 것을 자유놀이로 이해했다. 아이
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숲을 걷다가 나뭇가지를 하나씩 줍고, 이를 가지고 마치 칼이나 
창처럼 놀이하기를 시작했다. 돌멩이를 줍고, 열매를 주운 아이들은 또 다른 놀이를 상상하거
나 연결하기도 했다.

숲교육에서 진행하는 놀이로 학습놀이와 전래놀이, 자유놀이라는 구분을 통해 놀이의 성격
을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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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숲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숲속빙고 활동, 나뭇잎 스테인글라
스, 자기 나무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숲을 탐색한다. 이러한 탐색은 공간과 시간의 규
모가 큰 숲에서, 아이들을 하나의 작은 순간에 집중하게 할 수 있으며, 숲을 만나는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숲에서 탐색하는 활동은 숲을 
만나는 여러 측면 중에서 아이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숲을 만날 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조한나: 잘 찾아보자. 친구들아 거기 풀 있는 곳은 가지 말자(선생님은 아이들이 여러 이야기를 한다
고 꾸짖지는 않는다). 꽃이네.

아이들: 버섯은 따면 안돼요. 그런데 똥을 왜 찾아야 해요? 선생님. 강아지풀이요.(아이들이 근처를 
살피며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오고 있다. 맞아 맞아 맞아.)

조한나: 곤충의 흔적에 놔. 살아있는 것에 놔. 강아지풀. 저기 있어. 곤충의 흔적이야?

탐색은 ‘발견’의 기초가 된다. 아이들은 탐색하면서 놓치고 지나가던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탐색은 궁극적으로 자유가 실현되고, 선택이 이뤄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주변을 살피며 무엇인가를 찾는다. 찾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같고 다름의 차이를 살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양카드를 주고 동그란 자연물을 찾아오려는 아이는 동그란 것과 네
모난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찾아야 한다.

탐색이 숲교육의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교육이 교사에 의해 미리 준비되고 
선택된 것만을 교육소재로 삼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가자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된 것
이 충분히 교육 소재로 다뤄질 수 있음은 탐색이라는 교수학습방법 안에 포함된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이의 선택이 숲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은 결국 참가자를 수용하는 
수업으로 이해된다.

바. 줍기(수집, 채집하기)
인간의 오래된 만족감 중의 하나는 수렵과 채취였을 것이다. 숲에서 도토리를 줍고, 깃털을 

줍고, 밤을 줍는 활동, 열매를 모으는 활동 등에서 인간은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자연의 풍
요로움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방법의 하나가 줍는 것이다.

조한나: 오늘은 그거 한다 그러면 이쁜 것 있으면 주워 넣기도 하고. 이쁜 잎사귀 주워서 가지고 다
녀. 그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지만. 줍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잖아요.

조한나: 보고 간 것과 줍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구요. 오래 기억이 남고(FESL2-91).

아이들은 숲에 가면 뭔가를 줍는다. 수업이 끝날 즈음이면 아이들은 무엇이라도 주운 경우
가 많다. 잎사귀를 줍거나, 열매를 줍거나, 돌을 줍는 것이다. 예쁜 것을 주어서 엄마에게 가
져다주는 아이는 자연을 선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한나: (아이가) 엄마 갖다가 준다는 거야. 한 두 애는 가져가. 엄마 준다고. 어떤 아이는 끝나고 나
면 자기 엄마에게 준 것이 엄청 많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너 이것으로 뭐 하려고? 하
면 ‘엄마 주게요’ 엄마가 그게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지난번에 가져온 것이 행복했다
고. 다른 아이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항상 엄마에게 갖다 준다고 하는 거
야(FESL2-92).

줍는 활동은 자연의 풍성함을 나누는 활동임과 동시에 자기화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
다. 줍는 것은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한 부분을 자기 것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 77 -

도 도토리가 열리면 너무 바빠요. 씨앗이 나무가 되도록 두어야 되는데. 씨앗이 여기까지 도
착해야 성공하는 거야. 열매 하나를 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무 
몇 그루 심을 수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살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씨앗이 이리로 와야 해 
여기 도착해야 해.

박현수: 남자 대 여자 시범 보인다. 자 봐봐(사방치기 시범을 직접 보인다). 괜찮아. 아니야. 아웃 아
웃. 여기서 잡아야지. 그 다음에 2,3,4이어지는데, 여자가 5번에서 아웃 되었다 하면 그 다음
에 남자가 이어지는 거야. 알았지?.

엄마: 얘들아 내려와. 내려와~ 우석아 내려와.
엄마: 민준이. 우석아 내려와(경사지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고 놀이를 시작하는데 엄마들은 위험

하다고 내려오라고 한다) 거기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아이: 내려가자 일단은(그리고 다시 나무계단을 오르기 시작)
아이: 얘들아. 나는 다섯 개 찾았는데 도토리. 예진아 너 밤송이 밟았어. 괜찮아?(조한나의 숲교육)

놀이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되었다. 그 중 호이징가는 인간의 본성을 ‘유희’로 규정하고 인간
을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으로 정의한 바 있다(Huizinga, 1993). 호이징가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놀이는 목적을 갖지 않고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재미를 위
해서 하는 것을 놀이로 이해했다. 

조용환(1990)은 아이들의 가상놀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이 미성숙에서 성숙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 놀이를 통해 삶의 양적 확대(a→A)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a→a’ 혹은 a→b)를 수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도 고찰한 바 있다.

국내 놀이 연구가로 알려진 편해문(2003, 2005, 2007, 2012)은 ‘위험해야 놀이다’라고 이야
기 한다(편해문, 2015). 편해문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로서 놀이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한다.

놀이에 대한 호이징가(1993), 조용환(1990), 편해문(2015)의 논의를 살펴보면 놀이는 참여하
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놀이는 참여자들의 자발성이 요구되고, 놀이는 규칙을 지닌
다. 놀이는 활동의 자체, 과정, 결과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며, 놀이는 감성적이고, 놀이는 시
간에 따라 변하며, 남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근래 숲교육의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놀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숲교육에서 진행하
는 여러 놀이들은 메시지(message)를 갖고 의도하여 만들어진 놀이가 있다. 그러나 호이징가
에 따르면 메시지를 갖는 것은 놀이가 되지 못한다.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놀면서도 안 놀았
다(이은영의 숲교육)’고 느끼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것이 학습놀이로 이해되었던 것이고 자유놀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래놀이로는 사방치기나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등의 놀이가 있었다. 숲에서 하는 전래놀이
에 대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모아 정리된 내용은 따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2015).

마지막으로 자유놀이가 있다.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노는 것을 자유놀이로 이해했다. 아이
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숲을 걷다가 나뭇가지를 하나씩 줍고, 이를 가지고 마치 칼이나 
창처럼 놀이하기를 시작했다. 돌멩이를 줍고, 열매를 주운 아이들은 또 다른 놀이를 상상하거
나 연결하기도 했다.

숲교육에서 진행하는 놀이로 학습놀이와 전래놀이, 자유놀이라는 구분을 통해 놀이의 성격
을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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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숲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숲속빙고 활동, 나뭇잎 스테인글라
스, 자기 나무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숲을 탐색한다. 이러한 탐색은 공간과 시간의 규
모가 큰 숲에서, 아이들을 하나의 작은 순간에 집중하게 할 수 있으며, 숲을 만나는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숲에서 탐색하는 활동은 숲을 
만나는 여러 측면 중에서 아이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숲을 만날 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조한나: 잘 찾아보자. 친구들아 거기 풀 있는 곳은 가지 말자(선생님은 아이들이 여러 이야기를 한다
고 꾸짖지는 않는다). 꽃이네.

아이들: 버섯은 따면 안돼요. 그런데 똥을 왜 찾아야 해요? 선생님. 강아지풀이요.(아이들이 근처를 
살피며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오고 있다. 맞아 맞아 맞아.)

조한나: 곤충의 흔적에 놔. 살아있는 것에 놔. 강아지풀. 저기 있어. 곤충의 흔적이야?

탐색은 ‘발견’의 기초가 된다. 아이들은 탐색하면서 놓치고 지나가던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탐색은 궁극적으로 자유가 실현되고, 선택이 이뤄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주변을 살피며 무엇인가를 찾는다. 찾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같고 다름의 차이를 살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양카드를 주고 동그란 자연물을 찾아오려는 아이는 동그란 것과 네
모난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찾아야 한다.

탐색이 숲교육의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교육이 교사에 의해 미리 준비되고 
선택된 것만을 교육소재로 삼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가자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된 것
이 충분히 교육 소재로 다뤄질 수 있음은 탐색이라는 교수학습방법 안에 포함된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이의 선택이 숲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은 결국 참가자를 수용하는 
수업으로 이해된다.

바. 줍기(수집, 채집하기)
인간의 오래된 만족감 중의 하나는 수렵과 채취였을 것이다. 숲에서 도토리를 줍고, 깃털을 

줍고, 밤을 줍는 활동, 열매를 모으는 활동 등에서 인간은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자연의 풍
요로움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방법의 하나가 줍는 것이다.

조한나: 오늘은 그거 한다 그러면 이쁜 것 있으면 주워 넣기도 하고. 이쁜 잎사귀 주워서 가지고 다
녀. 그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지만. 줍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잖아요.

조한나: 보고 간 것과 줍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구요. 오래 기억이 남고(FESL2-91).

아이들은 숲에 가면 뭔가를 줍는다. 수업이 끝날 즈음이면 아이들은 무엇이라도 주운 경우
가 많다. 잎사귀를 줍거나, 열매를 줍거나, 돌을 줍는 것이다. 예쁜 것을 주어서 엄마에게 가
져다주는 아이는 자연을 선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한나: (아이가) 엄마 갖다가 준다는 거야. 한 두 애는 가져가. 엄마 준다고. 어떤 아이는 끝나고 나
면 자기 엄마에게 준 것이 엄청 많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너 이것으로 뭐 하려고? 하
면 ‘엄마 주게요’ 엄마가 그게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지난번에 가져온 것이 행복했다
고. 다른 아이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항상 엄마에게 갖다 준다고 하는 거
야(FESL2-92).

줍는 활동은 자연의 풍성함을 나누는 활동임과 동시에 자기화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
다. 줍는 것은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한 부분을 자기 것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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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줍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이 선물로 이해되기도 하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
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 보인다.

숲에서 자연을 줍거나 만진 아이들은 듣기만 한 아이들보다 잘 기억한다. 그리고 주운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된다. 매미의 허물
을 주운 아이들, 예쁜 나뭇잎과 꽃 혹은 열매를 주운 아이들은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는 기회
를 갖게 되어 자연의 한 부분을 자기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숲에 와서 모든 사람이 주우면 숲의 동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해가 있어, 숲
교육의 말미에서는 주운 것들을 다시 숲에 놓고 돌아가는 것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숲교육에서 줍기는 숲속빙고 프로그램(조한나의 숲교육)에서 확인되었다. 다른 숲교육에서도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숲교육의 중간에 나뭇잎이나 열매를 줍기도 했다.

사. 만들기
숲교육에서는 만들기 활동을 한다. 나무 이름표 만들기 활동, 나뭇잎 탁본 활동 등을 시작

으로 왕관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의 다양한 만들기 활동이 있다.

이은영: 선생님 목에 피리가 있어요. 선생님 목에 걸린 피리를 여러분이 좋아해서. / 피리소리가 나
는 목 펜으로 새를 그리고 색칠을 예쁘게 하고 목에 친구들이 하나씩 달고 다니게끔 해서 
우리 친구들 가지고 다니게 준비를 해왔어요. / 이런 소리도 나고 이쪽으로 불면(숲선생님이 
피리를 불어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준다)(이은영의 숲교육)

조한나: 친구들아 너희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어? 유치원 친구들 말고 큰 친구들만. 할 수 있어? 
아이: 칼로요? 
조한나: 칼로 오릴건데. 여기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가장자리 테두리를 남긴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친구들아.
조한나: (선생님이 직접 그려서 보여주시며) 이렇게 테두리부터 그린 다음에. 한 가지만 하자, 한가

지. 나뭇잎을 하던가. 밤 하나를 그리거나. 도토리를 하나 그러던가. 친구들아. 모둠 별로 같
은 거 그릴까?(조한나의 숲교육) 

어느 정도 만들어진 만들기를 사서 조립하고 색칠하는 만들기 활동은 판매하는 것을 구입하
여 진행하기도 하며, 스스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 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숲에서의 자연물을 건조시키거나, 꽃을 눌러 건조시키면 다양한 만들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자연물을 통해 창작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만의 액자 만들기, 새 피리 만들
기 등 만들기의 종류는 다양해서, 각 숲교육 상황에 따라 현장에 있는 자연물을 활용하는 경
우와, 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해서하는 만들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만들기의 과정에 따라 만들기도 모두 같은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딱
따구리 피리 만들기, 새피리 만들기의 활동은 색칠하고, 끈을 묶어서 피리를 불어보는 활동으
로 만들어진 만들기, 혹은 조립하는 만들기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만들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조립하는 만들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만들기가 있다. 나뭇잎 스테인그라스가 그러했다. 아무것도 
없는 우유팩에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칼로 오려내고, 나뭇잎을 찾아오고, 직접 나뭇잎의 색깔
을 조합해서 붙이는 활동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해야만 하는 만들기였다.

만들기를 예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숲선생님의 의견은 서로 달랐
다. 나뭇잎을 하나라도 붙여보는 활동을 예술 활동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그와 같은 활동은 
예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는 등 서로 달랐다. 

숲교육에서 딱따구리 만들기(박현수의 숲교육), 새 피리 만들기(이은영의 숲교육), 나뭇잎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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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글라스 만들기(조한나의 숲교육)의 활동이 이뤄졌다.

4) 숲교육의 특징
여기서는 숲교육의 특징40)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

어나는 것과 두 번째는 신기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남
숲교육의 특징으로 드러난 것의 하나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한나 숲선생님은 숲의 특징이 ‘단순함’이라고 했다. 숲은 치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기 때문에 숲에서 머물다보면 뭔가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은 줄어들고 단순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숲의 단순한 측면이 인간관계에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삶은 곧 관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관계에는 종류가 
있는데, 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중에서 인간사이의 관계는 삶에 있어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의 삶은 인간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숲에서는 인간관계보다 자연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의 관계는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속상할 일이 적다. 인간관계
에서 소진되고 탈진되는 에너지의 소모가 자연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숲에 가
면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수 있다.

조한나: 자연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단순해지잖아. 글쵸 얼마나 단순해요. 보이는데로 그냥 하니까. 너
희들 정말 머리 아프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 책을 다음에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거에요.

연구자: 왜요?
조한나: 이 책은 이제 인간을 안보고 자연을 보라고 하고 싶은 거에요. 인간과 이웃한 동식물, 특히 

동물에 대해서 초점인거야(FESL 3-340).

숲에서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 식물이나, 곤충, 동물의 관계를 살펴보고 탐색하는 것
은 인간중심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중심
적인 관점을 내려놓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가벼움이 될 수 있다.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화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바
라볼 수 있다. 숲에서는 자연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로
병사의 과정을 거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기도하고, 그 순리 
앞에서 인간관계는 어쩌면 더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신기함을 경험

일상을 벗어나 숲에서의 경험은 새롭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물봉선의 열매를 터뜨려보거
나 꼭두서니의 네모난 줄기를 만져보거나, 도꼬마리의 날카로운 갈퀴를 느껴보는 일, 박주가
리의 솜 같은 씨앗을 날려보는 일을 할 때 많은 아이들이 놀라움과 신기함을 경험한다. 이러
한 신기함을 경험할 수 있는 소재가 숲에는 많다. 

40) 앞서 숲교육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숲교육이 가진 고유한 성질로서 현장성, 오감교육, 중층구조, 
능동적 수동성, 안전과 모험, 즉흥성의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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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줍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이 선물로 이해되기도 하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
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 보인다.

숲에서 자연을 줍거나 만진 아이들은 듣기만 한 아이들보다 잘 기억한다. 그리고 주운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된다. 매미의 허물
을 주운 아이들, 예쁜 나뭇잎과 꽃 혹은 열매를 주운 아이들은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는 기회
를 갖게 되어 자연의 한 부분을 자기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숲에 와서 모든 사람이 주우면 숲의 동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해가 있어, 숲
교육의 말미에서는 주운 것들을 다시 숲에 놓고 돌아가는 것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숲교육에서 줍기는 숲속빙고 프로그램(조한나의 숲교육)에서 확인되었다. 다른 숲교육에서도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숲교육의 중간에 나뭇잎이나 열매를 줍기도 했다.

사. 만들기
숲교육에서는 만들기 활동을 한다. 나무 이름표 만들기 활동, 나뭇잎 탁본 활동 등을 시작

으로 왕관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의 다양한 만들기 활동이 있다.

이은영: 선생님 목에 피리가 있어요. 선생님 목에 걸린 피리를 여러분이 좋아해서. / 피리소리가 나
는 목 펜으로 새를 그리고 색칠을 예쁘게 하고 목에 친구들이 하나씩 달고 다니게끔 해서 
우리 친구들 가지고 다니게 준비를 해왔어요. / 이런 소리도 나고 이쪽으로 불면(숲선생님이 
피리를 불어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준다)(이은영의 숲교육)

조한나: 친구들아 너희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어? 유치원 친구들 말고 큰 친구들만. 할 수 있어? 
아이: 칼로요? 
조한나: 칼로 오릴건데. 여기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가장자리 테두리를 남긴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친구들아.
조한나: (선생님이 직접 그려서 보여주시며) 이렇게 테두리부터 그린 다음에. 한 가지만 하자, 한가

지. 나뭇잎을 하던가. 밤 하나를 그리거나. 도토리를 하나 그러던가. 친구들아. 모둠 별로 같
은 거 그릴까?(조한나의 숲교육) 

어느 정도 만들어진 만들기를 사서 조립하고 색칠하는 만들기 활동은 판매하는 것을 구입하
여 진행하기도 하며, 스스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 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숲에서의 자연물을 건조시키거나, 꽃을 눌러 건조시키면 다양한 만들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자연물을 통해 창작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만의 액자 만들기, 새 피리 만들
기 등 만들기의 종류는 다양해서, 각 숲교육 상황에 따라 현장에 있는 자연물을 활용하는 경
우와, 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해서하는 만들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만들기의 과정에 따라 만들기도 모두 같은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딱
따구리 피리 만들기, 새피리 만들기의 활동은 색칠하고, 끈을 묶어서 피리를 불어보는 활동으
로 만들어진 만들기, 혹은 조립하는 만들기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만들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조립하는 만들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만들기가 있다. 나뭇잎 스테인그라스가 그러했다. 아무것도 
없는 우유팩에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칼로 오려내고, 나뭇잎을 찾아오고, 직접 나뭇잎의 색깔
을 조합해서 붙이는 활동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해야만 하는 만들기였다.

만들기를 예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숲선생님의 의견은 서로 달랐
다. 나뭇잎을 하나라도 붙여보는 활동을 예술 활동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그와 같은 활동은 
예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하는 등 서로 달랐다. 

숲교육에서 딱따구리 만들기(박현수의 숲교육), 새 피리 만들기(이은영의 숲교육), 나뭇잎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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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글라스 만들기(조한나의 숲교육)의 활동이 이뤄졌다.

4) 숲교육의 특징
여기서는 숲교육의 특징40)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

어나는 것과 두 번째는 신기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남
숲교육의 특징으로 드러난 것의 하나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한나 숲선생님은 숲의 특징이 ‘단순함’이라고 했다. 숲은 치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기 때문에 숲에서 머물다보면 뭔가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은 줄어들고 단순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숲의 단순한 측면이 인간관계에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삶은 곧 관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관계에는 종류가 
있는데, 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중에서 인간사이의 관계는 삶에 있어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의 삶은 인간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숲에서는 인간관계보다 자연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의 관계는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속상할 일이 적다. 인간관계
에서 소진되고 탈진되는 에너지의 소모가 자연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숲에 가
면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수 있다.

조한나: 자연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단순해지잖아. 글쵸 얼마나 단순해요. 보이는데로 그냥 하니까. 너
희들 정말 머리 아프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 책을 다음에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거에요.

연구자: 왜요?
조한나: 이 책은 이제 인간을 안보고 자연을 보라고 하고 싶은 거에요. 인간과 이웃한 동식물, 특히 

동물에 대해서 초점인거야(FESL 3-340).

숲에서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 식물이나, 곤충, 동물의 관계를 살펴보고 탐색하는 것
은 인간중심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중심
적인 관점을 내려놓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가벼움이 될 수 있다.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화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바
라볼 수 있다. 숲에서는 자연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로
병사의 과정을 거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기도하고, 그 순리 
앞에서 인간관계는 어쩌면 더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신기함을 경험

일상을 벗어나 숲에서의 경험은 새롭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물봉선의 열매를 터뜨려보거
나 꼭두서니의 네모난 줄기를 만져보거나, 도꼬마리의 날카로운 갈퀴를 느껴보는 일, 박주가
리의 솜 같은 씨앗을 날려보는 일을 할 때 많은 아이들이 놀라움과 신기함을 경험한다. 이러
한 신기함을 경험할 수 있는 소재가 숲에는 많다. 

40) 앞서 숲교육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숲교육이 가진 고유한 성질로서 현장성, 오감교육, 중층구조, 
능동적 수동성, 안전과 모험, 즉흥성의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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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숲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에는 “와~”, “아~” 등
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숲교육에서 자연의 신기함을 가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 아~~ 아~~(이은영의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박주가리 씨앗을 날리면서)
아이: 와~~ 와~~(조한나의 숲교육에서 나뭇잎 스테인글라스를 햇빛에 비춰보면서)

의성어로 이해되는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발화하였는데, 이 순
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숲교육 장면에서 아이들이 표현
한 소리는 신기함을 의미하였고, 이를 확장해 보면 경이로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장
면은 숲에 의한(by) 교육이 이뤄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숲이 잠들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거나(Carter, 1976), 대자연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고 표현하기도 한다(Nabhan & Trimble, 1994). 

신기함은 생명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순
간이 많지 않다. 교실, 책상,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런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러
나 숲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숲교육의 강점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숲교육의 특징으로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는 것과 신기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두 가
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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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교육의 네 가지 차원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잠깐씩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었다. 같은 숲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

했으나, 서로 다른 숲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하는 지점에서 숲선생님들은 잠깐씩 대화
를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같은 숲교육이지만, 다른 숲교육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주체, 철학, 시간과 공간의 구분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1) 주체: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같은 숲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숲교육이 드러난 것으로 먼저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

이중심 숲교육이 있었다.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은 교육의 관점이 숲선생님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숲선생님의 

관점으로 상황이 이해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숲선생님 중심 숲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박현수: 오늘 승리는 분명히 인정해야지 여자애들이 이긴거야. 매너에서도 이겼고, 게임에서도 이겼
고 매너 이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이거야(오른 손 엄지를 들어서 보여주시며 최고라는 의미). 
선생님은 여러 곳을 다녀보잖아 3-7반의 여자어린이들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남자아이들은 
(약지손가락을 위로)(박현수의 숲교육)

숲선생님은 숲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 숲선생님의 프
로그램에는 교수학습 방법이 녹아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구와 교재도 모두 
숲선생님에게 있다. 이때 숲선생님 중심의 수업이 되면서 아이의 책임과 역할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두 주체의 상호작용으로는 단교통, 쌍교통, 이교통, 반교통이 나타나지만 주로는 숲
선생님의 일방적인 전달로 단교통이 이뤄졌다. 

이은영: 답도 내가 해(FESL2-149).
조한나: 밀땅을 안하셨어.
이은영: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그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었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

들이 돌아오는 대답이 별로 없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수업하
기에 내가 밀려다닌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FESL2-298).

이러한 상황에서 숲선생님은 주어진 것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을 통제
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는 ‘통제당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숲선생님이 
여러 아이를 향해 한 번 말하면 마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
황이 된다. 숲선생님의 이야기는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는 꼭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아이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여겨지며, 개별적인 아이들의 표정은 굳어지고 따
라서 아이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상호학습은 어려워진다. 소통에 대하여 4가지 방식으로 단
교통, 쌍교통, 이교통, 반교통(Sato, 2000)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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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숲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에는 “와~”, “아~” 등
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숲교육에서 자연의 신기함을 가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 아~~ 아~~(이은영의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박주가리 씨앗을 날리면서)
아이: 와~~ 와~~(조한나의 숲교육에서 나뭇잎 스테인글라스를 햇빛에 비춰보면서)

의성어로 이해되는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발화하였는데, 이 순
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숲교육 장면에서 아이들이 표현
한 소리는 신기함을 의미하였고, 이를 확장해 보면 경이로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장
면은 숲에 의한(by) 교육이 이뤄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숲이 잠들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거나(Carter, 1976), 대자연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고 표현하기도 한다(Nabhan & Trimble, 1994). 

신기함은 생명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순
간이 많지 않다. 교실, 책상,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런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러
나 숲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숲교육의 강점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숲교육의 특징으로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는 것과 신기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두 가
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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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교육의 네 가지 차원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잠깐씩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었다. 같은 숲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

했으나, 서로 다른 숲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하는 지점에서 숲선생님들은 잠깐씩 대화
를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같은 숲교육이지만, 다른 숲교육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주체, 철학, 시간과 공간의 구분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1) 주체: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같은 숲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숲교육이 드러난 것으로 먼저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

이중심 숲교육이 있었다.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은 교육의 관점이 숲선생님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숲선생님의 

관점으로 상황이 이해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숲선생님 중심 숲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박현수: 오늘 승리는 분명히 인정해야지 여자애들이 이긴거야. 매너에서도 이겼고, 게임에서도 이겼
고 매너 이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이거야(오른 손 엄지를 들어서 보여주시며 최고라는 의미). 
선생님은 여러 곳을 다녀보잖아 3-7반의 여자어린이들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남자아이들은 
(약지손가락을 위로)(박현수의 숲교육)

숲선생님은 숲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 숲선생님의 프
로그램에는 교수학습 방법이 녹아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구와 교재도 모두 
숲선생님에게 있다. 이때 숲선생님 중심의 수업이 되면서 아이의 책임과 역할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두 주체의 상호작용으로는 단교통, 쌍교통, 이교통, 반교통이 나타나지만 주로는 숲
선생님의 일방적인 전달로 단교통이 이뤄졌다. 

이은영: 답도 내가 해(FESL2-149).
조한나: 밀땅을 안하셨어.
이은영: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그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었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

들이 돌아오는 대답이 별로 없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수업하
기에 내가 밀려다닌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FESL2-298).

이러한 상황에서 숲선생님은 주어진 것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을 통제
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는 ‘통제당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숲선생님이 
여러 아이를 향해 한 번 말하면 마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
황이 된다. 숲선생님의 이야기는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는 꼭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아이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여겨지며, 개별적인 아이들의 표정은 굳어지고 따
라서 아이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상호학습은 어려워진다. 소통에 대하여 4가지 방식으로 단
교통, 쌍교통, 이교통, 반교통(Sato, 2000)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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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선생님 중심

메시지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구 교재

아이

상호작용

단교통
쌍교통
반교통
이교통

<그림 17>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 

 숲교육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일이 있다. ‘줄을 서보자’, ‘짝을 지어
보자’는 이야기를 몇 번쯤 해야 아이들이 움직일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어렵
고, 화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러 아이들이 주의집중을 하지 않는 상황은 1차적으로 숲선생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어려
움이 있고, 2차적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단소통으로 만들어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활동을 지연시키는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숲교육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아
이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에게 ‘나무 오르기’는 도전이고 즐거움이고 모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꼭 그래야 하는가?’의 
질문을 마주하는데, 이 때 숲선생님들이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이 숲교육에서 ‘조용히 해야 할까?’의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수업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길들여져 있는 숲선생님의 이해를 마주한다. 숲선생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숲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should, ought to)’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길들여
진 것(domestication of the nature)을 발견하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ways of –ing)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숲교육은 어떤 내용은 아이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진
행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와 다른 맥락으로 숲선생님이 중심이 아닌 숲교육의 모습이 있었다. 수업의 주인공의 자
리를 내려놓은 듯, 참가자가 찾아온 것과 발견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수업장면이다.

조한나: 이것은 뭐로 찾아온 거야? 어디다가 놓고 싶어? 이것은 어디다가 놓을까?(아이들이 찾아와
서 선생님 손에 자연물을 건네주거나 숲속 빙고 판에 스스로 내려놓는다).

조한나: 여기 숲길이 되게 좋다. 
아이: 부드럽다.
아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가요?
조한나: 저~기 끝까지.
조한나: (아이가 준 나뭇가지를 냄새 맡으며..)냄새나? 아 그랬어? 친구야. 
아이: 더 가야 해요?(친구들이 느낄 여유를 주고 있음. 숲선생님의 이야기가 없는 공간과 시간. 엄마

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아이들의 목소리, 숲선생님의 목소리는 작고 이야기는 적다)(조한
나의 숲교육).

 
아이가 찾아온 것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이의 관점을 수용하는 장면이다. 아이의 이야기

에 대답하고 다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은 수업 전반에서 지속되었다. 아이는 스스로 발견하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관점이 수업에서 수용됨을 경험하는 것
으로 보인다. 

숲선생님이 아이에게 탐색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숲선생님의 역할을 줄이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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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결된다.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아이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숲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메
시지, 프로그램에 녹아있는 교수학습방법과 교구·교재의 영향이 줄어들고 아이가 느끼고 생각
한 것, 발견한 것을 중심으로 숲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이의 동그라미는 커지고 숲선생님의 동그라미는 작아지는
데, 숲선생님의 작아지는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지 않는 것이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드러난 숲
선생님의 역할은 ‘관찰’과 ‘기다림’이었다. 숲선생님은 자신이 준비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아이
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이가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
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17).

아이 중심

스스로 발견

직접 느끼기

숲선생님

메시지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구 교재

상호작용

쌍교통

관찰과
기다림

<그림 18> 아이중심 숲교육 1 

‘관찰’과 ‘기다림’은 어렵다. 예를 들어 두부 한 모를 그릴 때, 그 두부를 4번 그려보는 일
이다. 조한나 선생님이 관찰에 대하여 들려준 사례가 있다.

조한나: 처음에는 직사각형이야 딱. 그리고 접시야.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두
부 누를 때 틀 있잖아요. 두부 가장자리가 그 틀이야. 그걸 덧붙여요. 그리고 나중에 두부 구
멍에 결이 있어요. 그게 보이고, 위하고 밑의 차이가 보이고. 어떻게 부드럽게 표현하느냐가 
관점이야. 두부가 어디는 딱딱하고 어디는 부드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두부같이 표현해. 그래
서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려가는 과정이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지금 귤 하나 
그리면 못 그려. 그냥 동그라미야.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은 보인다니까. 꼬다리도 보이고 결
도 보이고. 보여요. 그래서 오래 두고 봐 야해. 우리가 이것 (귤)을 볼 때도 자꾸 보면 다르게 
보인다니까(FESL2-77).

관찰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 한 번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의를 모아서 살펴보는 일이다. 관찰을 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된다
고 한다.

아이를 관찰하는 것도 같을 것이다. 그 아이를 오래 보고 있으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사례에서도 고릴
라가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
기 때문이었다고 짐작한다. 

기다림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참가자가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숲선생님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낭비같이 여겨지
기도 한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숨고르기를 하고, 숲선생님에게 있던 무게중심
을 아이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가능하다.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
는다면 참가자는 자신이 수용되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 숲선생님은 
교육의 책임에 대하여 ‘가벼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 중심의 숲교육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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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선생님 중심

메시지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구 교재

아이

상호작용

단교통
쌍교통
반교통
이교통

<그림 17>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 

 숲교육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일이 있다. ‘줄을 서보자’, ‘짝을 지어
보자’는 이야기를 몇 번쯤 해야 아이들이 움직일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어렵
고, 화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러 아이들이 주의집중을 하지 않는 상황은 1차적으로 숲선생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어려
움이 있고, 2차적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단소통으로 만들어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활동을 지연시키는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숲교육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아
이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에게 ‘나무 오르기’는 도전이고 즐거움이고 모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꼭 그래야 하는가?’의 
질문을 마주하는데, 이 때 숲선생님들이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이 숲교육에서 ‘조용히 해야 할까?’의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수업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길들여져 있는 숲선생님의 이해를 마주한다. 숲선생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숲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should, ought to)’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길들여
진 것(domestication of the nature)을 발견하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ways of –ing)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숲교육은 어떤 내용은 아이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진
행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와 다른 맥락으로 숲선생님이 중심이 아닌 숲교육의 모습이 있었다. 수업의 주인공의 자
리를 내려놓은 듯, 참가자가 찾아온 것과 발견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수업장면이다.

조한나: 이것은 뭐로 찾아온 거야? 어디다가 놓고 싶어? 이것은 어디다가 놓을까?(아이들이 찾아와
서 선생님 손에 자연물을 건네주거나 숲속 빙고 판에 스스로 내려놓는다).

조한나: 여기 숲길이 되게 좋다. 
아이: 부드럽다.
아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가요?
조한나: 저~기 끝까지.
조한나: (아이가 준 나뭇가지를 냄새 맡으며..)냄새나? 아 그랬어? 친구야. 
아이: 더 가야 해요?(친구들이 느낄 여유를 주고 있음. 숲선생님의 이야기가 없는 공간과 시간. 엄마

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아이들의 목소리, 숲선생님의 목소리는 작고 이야기는 적다)(조한
나의 숲교육).

 
아이가 찾아온 것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이의 관점을 수용하는 장면이다. 아이의 이야기

에 대답하고 다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은 수업 전반에서 지속되었다. 아이는 스스로 발견하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관점이 수업에서 수용됨을 경험하는 것
으로 보인다. 

숲선생님이 아이에게 탐색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숲선생님의 역할을 줄이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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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결된다.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아이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숲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메
시지, 프로그램에 녹아있는 교수학습방법과 교구·교재의 영향이 줄어들고 아이가 느끼고 생각
한 것, 발견한 것을 중심으로 숲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이의 동그라미는 커지고 숲선생님의 동그라미는 작아지는
데, 숲선생님의 작아지는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지 않는 것이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드러난 숲
선생님의 역할은 ‘관찰’과 ‘기다림’이었다. 숲선생님은 자신이 준비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아이
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아이가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
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17).

아이 중심

스스로 발견

직접 느끼기

숲선생님

메시지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구 교재

상호작용

쌍교통

관찰과
기다림

<그림 18> 아이중심 숲교육 1 

‘관찰’과 ‘기다림’은 어렵다. 예를 들어 두부 한 모를 그릴 때, 그 두부를 4번 그려보는 일
이다. 조한나 선생님이 관찰에 대하여 들려준 사례가 있다.

조한나: 처음에는 직사각형이야 딱. 그리고 접시야.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두
부 누를 때 틀 있잖아요. 두부 가장자리가 그 틀이야. 그걸 덧붙여요. 그리고 나중에 두부 구
멍에 결이 있어요. 그게 보이고, 위하고 밑의 차이가 보이고. 어떻게 부드럽게 표현하느냐가 
관점이야. 두부가 어디는 딱딱하고 어디는 부드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두부같이 표현해. 그래
서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려가는 과정이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지금 귤 하나 
그리면 못 그려. 그냥 동그라미야.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은 보인다니까. 꼬다리도 보이고 결
도 보이고. 보여요. 그래서 오래 두고 봐 야해. 우리가 이것 (귤)을 볼 때도 자꾸 보면 다르게 
보인다니까(FESL2-77).

관찰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 한 번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의를 모아서 살펴보는 일이다. 관찰을 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된다
고 한다.

아이를 관찰하는 것도 같을 것이다. 그 아이를 오래 보고 있으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사례에서도 고릴
라가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
기 때문이었다고 짐작한다. 

기다림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참가자가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숲선생님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낭비같이 여겨지
기도 한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숨고르기를 하고, 숲선생님에게 있던 무게중심
을 아이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가능하다.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
는다면 참가자는 자신이 수용되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 숲선생님은 
교육의 책임에 대하여 ‘가벼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 중심의 숲교육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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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숲선생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이 한명 한명과 “이건 뭐야?”, “이건 어떠니?” 등을 
묻고 기다리고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숲선생님이 아이를 덩어리로 대하
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그
림으로 다시 그리면 아래와 같다(그림 18).

나연 가온 은빛

강빈 지호 승민

이안 혜성 승아

숲선생님

메시지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구 교재

관찰과
기다림

<그림 19> 아이중심 숲교육 2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배움의 공동체 사례에서 사또마나부(2000)는 ‘여러분’은 없다는 이야기
를 하였다.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는 각각의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을 뭉뚱그린 ‘여러분’은 사실
상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을 숲교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숲선생님은 아이들과 개별적
인 소통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뭉뚱그려 대하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각각의 존재로서 인
정을 원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한 숲선생님의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나의 숲교육에는 교사중심 숲교육의 순간과 아이중심 숲교육의 순간이 섞여있기도 했다. 
그러나 숲교육에 내제되어있는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숲교육의 유
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숲선생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수업의 메시지나 교수학습방법, 프
로그램, 교구, 교재가 모두 숲선생님에게 있다. 상호작용으로는 단교통, 쌍교통, 반교통, 이교
통이 모두 있지만, 숲선생님이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단교통의 모습이 드
러난다. 이때 아이들은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한 번 말하면 들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교사의 메시지에 무게 중심이 있어 아이들의 역할은 수동적이 된다. 아이들은 안내받은 
것을 하면 되는 역할로서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지 않게 된다. 숲선생님의 이러한 태도는 아이
들을 덩어리로 여기는 것을 함께 의미하며, 이러한 일방향적인 수업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굳
었다. 숲선생님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아이들은 이야기할 수 없고 또래를 통한 상호학습이 불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아이중심 숲교육은 이와 다르게 그려진다. 숲선생님이 메시지나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
구, 교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숲선생님이 가진 것이 작아
지면서 아이는 스스로 탐색함으로 발견하고 느끼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사의 
역할이 작아지면서 드러나는 또 다른 역할은 관찰과 기다림이다. 아이의 개별적인 모습을 관
찰하고, 아이가 대답할 때를 기다려 상호작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숲선생님은 많은 아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 적기 때문에 굳이 통제하려 애쓰지 않는다. 적은 말수와 작은 목소
리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지만, 그 빈 공간에서 아이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개별적
인 자기 학습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때로는 준비물도 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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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통제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어 또래끼리 상호학습이 가능해진다. 아
이들은 숲선생님과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면서 저절로 몸이 가까워지게 되는데, 큰 소리로 외
치지 않아도 숲선생님 곁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 아이중심 숲교육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구교재를 갖고 있음

메시지, 교수학습 방법, 프로그램, 교구 
교재에 대하여 열린 태도로 유동적

아이의 발견 < 숲선생님의 메세지 아이의 발견 > 숲선생님의 메세지

교사의 역할은 메시지, 지식전달
교사의 역할로 관찰과 기다림이 

추가
큰 목소리로 아이들 주의집중 작은 목소리, 적은 말수

통제가 필요 통제가 적음

여러 아이들을 덩어리로 여김 개별적인 아이마다 관심을 가짐

숲선생님 혼자 숲교육을 책임 아이가 자신의 학습을 책임짐

또래끼리 상호학습 불가 또래와의 상호학습 가능

단소통이 많음 쌍교통이 많음

<표 14> 숲선생님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2) 철학: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
앞선 문헌고찰의 교육의 논의에서 인식론적 교육과 존재론적 교육을 구분한 것이 있다. 이

를 다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인식론은 인식 가능한 객관(客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객관이란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기준과 잣대에 비추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
이다. 이와 다르게 존재론은 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응축되어 있는 지금의 존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주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존재의 성장에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존재론적 교육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숲교육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인식론적 숲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성을 훈련하고 참가자(아이)의 존재를 수용하며, 숲의 평
화로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존재론적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수: 그럼 여기서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 우리나라에 꽃을 3600종의 꽃을 기준으로해서 3000가
지 색상을 분류해 봤거든? 무슨 색이 제일 많은지?

아이: 보라색, 빨간색, 하얀색(박현수의 숲교육)

이은영: 피마자 열매입니다. 머릿기름을 만드는 피마자 열매입니다. 잣나무 열매입니다. 가래나무 열
매입니다. 맥문동, 이것은 모감주 열매입니다(이은영의 숲교육)

조한나: 고맙다고 그랬어. 고마운 꽃, 고마...리. 고마리. 물을 깨끗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해서 고마
리야. 이런거는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 주는 거야(조한나의 숲교육)

하나의 숲교육은 인식론적 숲교육의 모습과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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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숲선생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이 한명 한명과 “이건 뭐야?”, “이건 어떠니?” 등을 
묻고 기다리고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숲선생님이 아이를 덩어리로 대하
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그
림으로 다시 그리면 아래와 같다(그림 18).

나연 가온 은빛

강빈 지호 승민

이안 혜성 승아

숲선생님

메시지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구 교재

관찰과
기다림

<그림 19> 아이중심 숲교육 2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배움의 공동체 사례에서 사또마나부(2000)는 ‘여러분’은 없다는 이야기
를 하였다.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는 각각의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을 뭉뚱그린 ‘여러분’은 사실
상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을 숲교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숲선생님은 아이들과 개별적
인 소통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뭉뚱그려 대하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각각의 존재로서 인
정을 원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한 숲선생님의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나의 숲교육에는 교사중심 숲교육의 순간과 아이중심 숲교육의 순간이 섞여있기도 했다. 
그러나 숲교육에 내제되어있는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숲교육의 유
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숲선생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수업의 메시지나 교수학습방법, 프
로그램, 교구, 교재가 모두 숲선생님에게 있다. 상호작용으로는 단교통, 쌍교통, 반교통, 이교
통이 모두 있지만, 숲선생님이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단교통의 모습이 드
러난다. 이때 아이들은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한 번 말하면 들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교사의 메시지에 무게 중심이 있어 아이들의 역할은 수동적이 된다. 아이들은 안내받은 
것을 하면 되는 역할로서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지 않게 된다. 숲선생님의 이러한 태도는 아이
들을 덩어리로 여기는 것을 함께 의미하며, 이러한 일방향적인 수업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굳
었다. 숲선생님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아이들은 이야기할 수 없고 또래를 통한 상호학습이 불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아이중심 숲교육은 이와 다르게 그려진다. 숲선생님이 메시지나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
구, 교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숲선생님이 가진 것이 작아
지면서 아이는 스스로 탐색함으로 발견하고 느끼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사의 
역할이 작아지면서 드러나는 또 다른 역할은 관찰과 기다림이다. 아이의 개별적인 모습을 관
찰하고, 아이가 대답할 때를 기다려 상호작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숲선생님은 많은 아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 적기 때문에 굳이 통제하려 애쓰지 않는다. 적은 말수와 작은 목소
리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지만, 그 빈 공간에서 아이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개별적
인 자기 학습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때로는 준비물도 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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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통제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어 또래끼리 상호학습이 가능해진다. 아
이들은 숲선생님과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면서 저절로 몸이 가까워지게 되는데, 큰 소리로 외
치지 않아도 숲선생님 곁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 아이중심 숲교육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교구교재를 갖고 있음

메시지, 교수학습 방법, 프로그램, 교구 
교재에 대하여 열린 태도로 유동적

아이의 발견 < 숲선생님의 메세지 아이의 발견 > 숲선생님의 메세지

교사의 역할은 메시지, 지식전달
교사의 역할로 관찰과 기다림이 

추가
큰 목소리로 아이들 주의집중 작은 목소리, 적은 말수

통제가 필요 통제가 적음

여러 아이들을 덩어리로 여김 개별적인 아이마다 관심을 가짐

숲선생님 혼자 숲교육을 책임 아이가 자신의 학습을 책임짐

또래끼리 상호학습 불가 또래와의 상호학습 가능

단소통이 많음 쌍교통이 많음

<표 14> 숲선생님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2) 철학: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
앞선 문헌고찰의 교육의 논의에서 인식론적 교육과 존재론적 교육을 구분한 것이 있다. 이

를 다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인식론은 인식 가능한 객관(客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객관이란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기준과 잣대에 비추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
이다. 이와 다르게 존재론은 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응축되어 있는 지금의 존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주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존재의 성장에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존재론적 교육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숲교육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인식론적 숲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성을 훈련하고 참가자(아이)의 존재를 수용하며, 숲의 평
화로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존재론적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수: 그럼 여기서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 우리나라에 꽃을 3600종의 꽃을 기준으로해서 3000가
지 색상을 분류해 봤거든? 무슨 색이 제일 많은지?

아이: 보라색, 빨간색, 하얀색(박현수의 숲교육)

이은영: 피마자 열매입니다. 머릿기름을 만드는 피마자 열매입니다. 잣나무 열매입니다. 가래나무 열
매입니다. 맥문동, 이것은 모감주 열매입니다(이은영의 숲교육)

조한나: 고맙다고 그랬어. 고마운 꽃, 고마...리. 고마리. 물을 깨끗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해서 고마
리야. 이런거는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 주는 거야(조한나의 숲교육)

하나의 숲교육은 인식론적 숲교육의 모습과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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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과 아이의 존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장면을하나의 숲교육에서 볼 수 
있었다.

인식론적 숲교육의 측면에서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
로 판단한다. 참가자에게 미션을 주고,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기억에 남고 숲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은영: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숲에 왔을 때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된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왔
을 때에는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것,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되 이런 것을 알고 생각하면
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하기보다는 아 나무들이 이래서 키가 크구나, 
그렇게 알고 할 때, 아이들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FESL3-103).

박현수: 미션 없다는 거잖아.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숲에 왔으니까 저기 갈 때까지, 다음 코스까지 
피톤치드라도 마음껏 마셔보면서 걸어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복식호흡이 
좋잖아. 그럼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면서 거기까지, 그냥 가는 것보다, 복식호흡 알려주고 이
렇게 걸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편안하게 가는 것 보다.

이은영: 저는 편안하게
박현수: 아니야
조한나: 우리가 숲을 가면서 그런 장소가 몇 구간이 돼. 그러니까 어떤 구간은 편안하게, 어떤 구간

은 미션을 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딱딱 맞게 그걸 하는게 좋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곳은 그
냥 지나가 보는 것도 빈 페이지처럼 아이들에게 주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 
채우는 공간 말고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편하게 가는 길도 되게 좋은 것 같아(FESL3-130). 

박현수: 나는 기왕 숲에 갔을 때에는 전개를 고런 식으로 흘려주면 아이들도 이건 무슨 과제인가 보
다라는 느낌도 갖고, 그냥 걷는 것 보다. 무슨 냄새가 날까 생각도 해보면서, 아이들뿐만 아
니라 실제 저 코스 내가 성인을 데리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시켜요. 그냥 가지 말고. 그래서 
한 마디 던져 봅니다. 그냥 가도 좋은 곳인데. 뭐(FESL3-135). 

그러나 아이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도 있었다.

아이: 선생님. 저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다른 엄마가 하다가 다 오려내지 않은 부분을 선생님에게 
가지고 온 아이)

조한나: 요만큼만 오려 내볼까? (다시 그리고 다시 오려내기 작업할 곳을 표시하고 오려내기를 도움) 
여기다가 나뭇잎 대서 붙이면 되.

아이: (아무 말 없이 선생님을 보고 웃는다)(조한나의 숲교육)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숲선생님이 자신의 요청에 대응하는 모습에
서 아이는 자신의 존재가 수용되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존재론적 숲교육의 장면들은 
어떤 언어로 표현되기보다 아이가 숲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과 수업의 분위기에 녹아있는 측
면이 있다. 

존재론적 숲교육에서는 언어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41)

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수용 받고 존중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해 숲교육의 지향을 살펴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을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인식론적 숲교육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이에게 
이러한 내용을 심어주는 것에 무게감을 갖는다. 감각보다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험보다 
안전을 추구하여 아이들에게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인식론적 숲교육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다르게 존재론적 숲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숲선생님은 안내하는 역할

41)  비언어커뮤니케이션(non-vorbal communication)은 비언어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의사소통
학에서 사용하는 맥락을 담아내고자 한국어와 영어의 혼합이라는 어색한 형태임에도 그대로 비언어커
뮤니케이션으로 사용하고자 한다(최윤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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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생각보다 감각중심, 안전보다 모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식물을 이름을 지어보게 하는 등 아이가 숲을 느끼고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을 존재론적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식론적 숲교육 존재론적 숲교육

심어주기 안내하기

생각 > 감각 생각 < 감각

안전 > 모험 안전 < 모험

식물 이름 알려주기 식물 이름이 뭘까? 이름지어보기

정보 전달하기 아이가 숲을 느끼기

<표 15>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

3) 시간: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드러난 숲교육의 차원 중에서 시간에 관하여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숲선생님은 일회성 수업이 경직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회성 수업에서는 정해진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조한나: 수업이 일회성으로 진행될 때도 있잖아요. 그날 제일 쳐지는 아이에게 마무리 인사를 시켜
요. 어떤 아이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FESL1-70).

조한나: 우리는 일회성 수업이 많은데 우선 만나면 경직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면은(달리
면은) 아이들이 ‘어 이선생님은 같이 지낼 만 한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이 펴져있어. 편해요(FESL1-152).

조한나: 그런데 일회성에서는 정해진 자기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FESL 3-281).

그러나 지속적인 숲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들
이 여러 번 숲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를 알려주면 그 이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반복해서 수업을 하기 때
문에 장소에 대한 긴장감이 줄어들어서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숲교육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이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숲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조한나: 저는 지속적인 수업이라면 이름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회성은 알려줄 필요가 없
어. 일회성은 하나 많으면 두 개 인데, 지속적으로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이름 
정도는 하나나 두 개.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숲을 공부하잖아요. (중략) 1년
씩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그 정도를 하나 알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동안 하려면 책을 보면서 
그 정도 나무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FESL2-73).

이은영: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런 것(장소에 대한 긴장감)은 덜 해요. 
조한나: 그렇지. 지속적으로 하면
이은영: 지속적으로 하니까 탁탁탁 뭐만 챙기면, 나머지는 즐기는 거. 즐기는 거에요. 이 길을 

가도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만나도 하고, 준비된 것 중에서 하나 꺼내서 쓰기도 하고, 이
렇게 하니까 즐기는 편이고, 중 고등학생들이 왔을 때, 왔던 아이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면 아, 좀 다른 것을 해줘야 하는데 싶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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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과 아이의 존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장면을하나의 숲교육에서 볼 수 
있었다.

인식론적 숲교육의 측면에서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
로 판단한다. 참가자에게 미션을 주고,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기억에 남고 숲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은영: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숲에 왔을 때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된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왔
을 때에는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것,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되 이런 것을 알고 생각하면
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하기보다는 아 나무들이 이래서 키가 크구나, 
그렇게 알고 할 때, 아이들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FESL3-103).

박현수: 미션 없다는 거잖아.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숲에 왔으니까 저기 갈 때까지, 다음 코스까지 
피톤치드라도 마음껏 마셔보면서 걸어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복식호흡이 
좋잖아. 그럼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면서 거기까지, 그냥 가는 것보다, 복식호흡 알려주고 이
렇게 걸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편안하게 가는 것 보다.

이은영: 저는 편안하게
박현수: 아니야
조한나: 우리가 숲을 가면서 그런 장소가 몇 구간이 돼. 그러니까 어떤 구간은 편안하게, 어떤 구간

은 미션을 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딱딱 맞게 그걸 하는게 좋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곳은 그
냥 지나가 보는 것도 빈 페이지처럼 아이들에게 주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 
채우는 공간 말고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편하게 가는 길도 되게 좋은 것 같아(FESL3-130). 

박현수: 나는 기왕 숲에 갔을 때에는 전개를 고런 식으로 흘려주면 아이들도 이건 무슨 과제인가 보
다라는 느낌도 갖고, 그냥 걷는 것 보다. 무슨 냄새가 날까 생각도 해보면서, 아이들뿐만 아
니라 실제 저 코스 내가 성인을 데리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시켜요. 그냥 가지 말고. 그래서 
한 마디 던져 봅니다. 그냥 가도 좋은 곳인데. 뭐(FESL3-135). 

그러나 아이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도 있었다.

아이: 선생님. 저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다른 엄마가 하다가 다 오려내지 않은 부분을 선생님에게 
가지고 온 아이)

조한나: 요만큼만 오려 내볼까? (다시 그리고 다시 오려내기 작업할 곳을 표시하고 오려내기를 도움) 
여기다가 나뭇잎 대서 붙이면 되.

아이: (아무 말 없이 선생님을 보고 웃는다)(조한나의 숲교육)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숲선생님이 자신의 요청에 대응하는 모습에
서 아이는 자신의 존재가 수용되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존재론적 숲교육의 장면들은 
어떤 언어로 표현되기보다 아이가 숲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과 수업의 분위기에 녹아있는 측
면이 있다. 

존재론적 숲교육에서는 언어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41)

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수용 받고 존중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해 숲교육의 지향을 살펴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을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인식론적 숲교육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이에게 
이러한 내용을 심어주는 것에 무게감을 갖는다. 감각보다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험보다 
안전을 추구하여 아이들에게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인식론적 숲교육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다르게 존재론적 숲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숲선생님은 안내하는 역할

41)  비언어커뮤니케이션(non-vorbal communication)은 비언어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의사소통
학에서 사용하는 맥락을 담아내고자 한국어와 영어의 혼합이라는 어색한 형태임에도 그대로 비언어커
뮤니케이션으로 사용하고자 한다(최윤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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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생각보다 감각중심, 안전보다 모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식물을 이름을 지어보게 하는 등 아이가 숲을 느끼고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을 존재론적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식론적 숲교육 존재론적 숲교육

심어주기 안내하기

생각 > 감각 생각 < 감각

안전 > 모험 안전 < 모험

식물 이름 알려주기 식물 이름이 뭘까? 이름지어보기

정보 전달하기 아이가 숲을 느끼기

<표 15>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

3) 시간: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드러난 숲교육의 차원 중에서 시간에 관하여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숲선생님은 일회성 수업이 경직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회성 수업에서는 정해진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조한나: 수업이 일회성으로 진행될 때도 있잖아요. 그날 제일 쳐지는 아이에게 마무리 인사를 시켜
요. 어떤 아이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FESL1-70).

조한나: 우리는 일회성 수업이 많은데 우선 만나면 경직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면은(달리
면은) 아이들이 ‘어 이선생님은 같이 지낼 만 한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이 펴져있어. 편해요(FESL1-152).

조한나: 그런데 일회성에서는 정해진 자기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FESL 3-281).

그러나 지속적인 숲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들
이 여러 번 숲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를 알려주면 그 이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반복해서 수업을 하기 때
문에 장소에 대한 긴장감이 줄어들어서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숲교육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이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숲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조한나: 저는 지속적인 수업이라면 이름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회성은 알려줄 필요가 없
어. 일회성은 하나 많으면 두 개 인데, 지속적으로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이름 
정도는 하나나 두 개.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숲을 공부하잖아요. (중략) 1년
씩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그 정도를 하나 알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동안 하려면 책을 보면서 
그 정도 나무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FESL2-73).

이은영: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런 것(장소에 대한 긴장감)은 덜 해요. 
조한나: 그렇지. 지속적으로 하면
이은영: 지속적으로 하니까 탁탁탁 뭐만 챙기면, 나머지는 즐기는 거. 즐기는 거에요. 이 길을 

가도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만나도 하고, 준비된 것 중에서 하나 꺼내서 쓰기도 하고, 이
렇게 하니까 즐기는 편이고, 중 고등학생들이 왔을 때, 왔던 아이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면 아, 좀 다른 것을 해줘야 하는데 싶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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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에 스트레스를 받는거죠(FESL 3-392).

숲교육의 많은 부분은 일회성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숲교육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만남을 기약하기 어려운 일회성 숲교육에서는 비교적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요법의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만 있는 자연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생명은 사계절을 담은 연장선에 있지만, 일회성 
숲교육에서는 숲이 멈춘 것처럼 단적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지속적 숲교육은 
비교적 하나의 사물을 여러 번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같은 학교숲이지만, 같은 공간을 다른 
관점에서 여러 번 살펴보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관점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지고, 나뭇잎을 피워내고 단풍이 들어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보내는 모습은 생명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들은 변하는 
것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회성 숲교육 지속적 숲교육

굳이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식물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다

식물의 꽃이나 열매 등 단편적인 자연을 
경험

비교적 지속적인 자연을 경험
(나무의 한해살이를 모두 볼 수 있음)

아이들은 경직, 
숲선생님도 긴장감이 높음
긴밀한 상호작용이 어려움

아이들은 편안함
숲선생님도 긴장감이 낮아짐

상호작용이 가능해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 서로 즐기는 여유로운 숲교육 가능

<표 16>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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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교실 안 숲교육과 교실 밖 숲교육
교실 안과 밖은 다르다. 벽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한다. 실내로 구분된 공간은 안정감을 

주며, 비와 바람 등 자연의 흐름을 차단해주는 상황에서 항상성(恒常性)을 느낄 수 있다. 매일 
보는 책상, 책꽂이는 내가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어제와 다름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이다. 이런 
실내구조는 우리가 원하는 데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마음과 정서는 영향을 받는다(Fisher, Bell, & Baum, 1997). 

교실 밖의 상황은 자연이 지속해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무에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과정은 지속적인 순간마다 변화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자연에 나오는 아이들은 말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쟤네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본래 저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 알아. 다 
들어. 저 시기는. 재잘 재잘 재잘 밖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FESL 1-14).

교실이라는 실내가 비교적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면 밖으로 열린 숲의 공간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한나: 가락산은 새로 심어서 가느다란 나무가 많잖아요. 깊은 숲의 느낌이 안 주는데, 저기는 숲이 
숲을 정리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숲이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좁아가지고 엄청 크기
는 했어도. 그래서 숲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은영: 천천히 지나가기만 해도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아이들이 치유도 될 수 있고 굉
장히 좋은 상황이에요(FESL3-106). 

조한나: 아이들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건 
흘러가는 거니까. 몸으로 느끼는 것이 최고 좋은 것 같아. 자기가 직접 느끼는게. 그렇게 하
는(아이가 스스로 경험하는)거지 내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운동
장이라면 아이들이 뭐 난리 나지. 숲이니까 가능한 거야(FESL3-254).

숲선생님은 숲이 가진 느낌은 실내에서는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숲이 가진 환경과 분위기가 
있어서 실내에서의 아이들의 호흡과 같지 않으며, 열린 공간이 숲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경
험하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17과 
같다.

교실 안 숲교육 교실 밖 숲교육

네모난 교실, 정해진 공간 정해지지 않은 열린 공간

시청각 자료가 주로 사용
오감각을 활용해 느낄 수 있는 자료 

사용

선생님 주도적
주의집중하며 조용해야 함

아이들이 활동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음
교육소재로 살아있지 않는 것을 주로 

이용
교육소재가 살아있는 것(생명을 경험)

생명을 간접적으로 경험 생명에 대한 직접 교육이 가능

<표 17> 교실 안 숲교육과 교실 밖 숲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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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에 스트레스를 받는거죠(FESL 3-392).

숲교육의 많은 부분은 일회성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숲교육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만남을 기약하기 어려운 일회성 숲교육에서는 비교적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요법의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만 있는 자연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생명은 사계절을 담은 연장선에 있지만, 일회성 
숲교육에서는 숲이 멈춘 것처럼 단적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지속적 숲교육은 
비교적 하나의 사물을 여러 번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같은 학교숲이지만, 같은 공간을 다른 
관점에서 여러 번 살펴보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관점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지고, 나뭇잎을 피워내고 단풍이 들어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보내는 모습은 생명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들은 변하는 
것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회성 숲교육 지속적 숲교육

굳이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식물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다

식물의 꽃이나 열매 등 단편적인 자연을 
경험

비교적 지속적인 자연을 경험
(나무의 한해살이를 모두 볼 수 있음)

아이들은 경직, 
숲선생님도 긴장감이 높음
긴밀한 상호작용이 어려움

아이들은 편안함
숲선생님도 긴장감이 낮아짐

상호작용이 가능해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 서로 즐기는 여유로운 숲교육 가능

<표 16>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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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교실 안 숲교육과 교실 밖 숲교육
교실 안과 밖은 다르다. 벽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한다. 실내로 구분된 공간은 안정감을 

주며, 비와 바람 등 자연의 흐름을 차단해주는 상황에서 항상성(恒常性)을 느낄 수 있다. 매일 
보는 책상, 책꽂이는 내가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어제와 다름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이다. 이런 
실내구조는 우리가 원하는 데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마음과 정서는 영향을 받는다(Fisher, Bell, & Baum, 1997). 

교실 밖의 상황은 자연이 지속해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무에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과정은 지속적인 순간마다 변화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자연에 나오는 아이들은 말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쟤네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본래 저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 알아. 다 
들어. 저 시기는. 재잘 재잘 재잘 밖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FESL 1-14).

교실이라는 실내가 비교적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면 밖으로 열린 숲의 공간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한나: 가락산은 새로 심어서 가느다란 나무가 많잖아요. 깊은 숲의 느낌이 안 주는데, 저기는 숲이 
숲을 정리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숲이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좁아가지고 엄청 크기
는 했어도. 그래서 숲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은영: 천천히 지나가기만 해도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아이들이 치유도 될 수 있고 굉
장히 좋은 상황이에요(FESL3-106). 

조한나: 아이들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건 
흘러가는 거니까. 몸으로 느끼는 것이 최고 좋은 것 같아. 자기가 직접 느끼는게. 그렇게 하
는(아이가 스스로 경험하는)거지 내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운동
장이라면 아이들이 뭐 난리 나지. 숲이니까 가능한 거야(FESL3-254).

숲선생님은 숲이 가진 느낌은 실내에서는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숲이 가진 환경과 분위기가 
있어서 실내에서의 아이들의 호흡과 같지 않으며, 열린 공간이 숲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경
험하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17과 
같다.

교실 안 숲교육 교실 밖 숲교육

네모난 교실, 정해진 공간 정해지지 않은 열린 공간

시청각 자료가 주로 사용
오감각을 활용해 느낄 수 있는 자료 

사용

선생님 주도적
주의집중하며 조용해야 함

아이들이 활동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음
교육소재로 살아있지 않는 것을 주로 

이용
교육소재가 살아있는 것(생명을 경험)

생명을 간접적으로 경험 생명에 대한 직접 교육이 가능

<표 17> 교실 안 숲교육과 교실 밖 숲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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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업나눔의 재고찰

이 연구는 숲교육 수업을 <텍스트 1>로 삼아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수업나눔을 <텍스트 2>
로 삼아 두 가지 관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 관점들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한 가지 관점을 구분
하여 모두 다섯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관점42)은 ‘어디에서 어디를 바라보
는가’로 이해하였다. 숲교육 영상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보는 것과 숲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
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수업나눔의 영상에 대해서는 숲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료의 숲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자의 관점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숲
교육과 수업나눔을 통해 이뤄지는 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이해되었다. 이상의 관점을 정리하여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관점2. 숲선생님의

자기 숲교육 이해

관점3. 숲선생님들

수업나눔 공동 이해

관점1. 연구자의

수업 이해

관점4. 연구자의

수업나눔 이해

관점5. 숲교육과 수업나눔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시도

숲교육은

무엇인가?

숲교육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숲교육

수업나눔

<Text 2>

숲교육은

무엇인가?

숲교육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숲교육

<Text 1>

<그림 20> 이 연구의 다섯 가지 관점 

이 연구는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고찰된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관점2의 측면에서 숲
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과 숲선생님의 자기 성찰의 부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관점3의 측
면에서 개인의 이해가 공동의 이해로 확장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3). 

  수업나눔 중간에 숲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는 모르고 수업나눔을 해야만 보인다고 이야기 
했다.

조한나: 수업할 때는 잘 몰라. 진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FESL2-79). 

수업나눔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부분은 세 숲선생님의 대화로 이뤄졌으며 대화속에서 발견
한 것은 수업나눔의 양상,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 숲선생님의 자기 돌아봄으로 구분
되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교육에 대해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에 기대어 있다. 여기서 존재론에 대
해 자세히 다루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존재에 대한 관점은 이 연
구에서 중요한 관점이기에, 이 연구에서 이해하는 존재론의 관점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환경교육의 흐름이 실증주의 과학에서 해석적 과학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철학에서는 모더니
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흐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모더니즘이 진리의 유일성
을 전제하고 이성중심의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모더니즘의 
해체를 통해 재구성되는 부분이었다(Lincoln et al., 2011). 여기서 존재론이 중요한 의미를 

42) 관점을 이 연구에서는 view point로 이해하고자 한다. 곧 내가 어디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에 대한 것이 관점이다. 내가 서 있는 곳과 바라보는 것을 밝힘으로 이 연구가 가진 다섯 가지 관점
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43) 관점1과 관점4는 관점5의 작업가운데 통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숲교육의 재고찰과 숲교육 수업
나눔의 재고찰이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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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하이데거와 데리다(Derrida) 등의 철학자에 의해 그 방법을 구체화되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관한 탐구로서 

거기에는 그 질문을 취급하기 위한 온갖 다양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서용석, 
2010). 그럼에도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존재론은 인식론에 앞선다’
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여기서 ‘앞선다’는 말은 ‘근원적’(ursprünglich/primordial)이라는 의미
를 나타낸다(서용석, 2010). 

데리다(Derrida)는 자신의 철학에 차연의 개념을 만들어 서구 형이상학 담론을 벗어나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이화도, 2012; 최미숙, 1996). 서구 형이상학이 순수한 자기 동일적 주체
로서의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였다면, 데리다는 ‘흔적44)’으로 존재하는 주체 내부의 이질성으로
서의 타자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자아와 타자간의 상호관계성에 기초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체개념을 갖게 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보면, 내 안에 있는 너의 
‘흔적’과, 너 안에 있는 나의 ‘흔적(차연)’을 인정하는 주체와 타자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타자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조용환(2011)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선택된 것인데, 선택은 배제를 포함한다. 어떤 차이에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차이는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 해체는 배제되어 미루어
진 차이들을 다시 주목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 주어진 것, 구성된 것들을 본래의 바
탕으로 되돌려 놓고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다.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선택된 내용은 세 숲선생님의 차이를 
부각함으로 다른 것은 배제된다는 것을 내포한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이러한 관점으로 숲선생님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숲선생님은 타자의 
‘흔적’을 품은 존재로서 이해되었고, 그러한 존재들이 나누는 수업나눔의 대화를 통해 수업나
눔의 양상,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자기이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수업나눔의 양상
대화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담고 있다. 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숲교육 대화나눔의 모
든 내용은 공유되었다. 예를 들어 참가자에 따라 어려움의 종류가 다른 것도 공유되었고, 각
각의 참가자의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지의 경험도 공유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화 전체가 
공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항에서 ‘공유’는 숲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제한적으로 ‘공유’로서 이
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공유’, 서로의 주관이 부딪히는 장면을 ‘갈
등’, 그리고 상호주관성의 영역이 갈등으로 드러났으나 결국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
을 ‘통합’으로 구분하여 수업나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유, 갈등, 통합은 수업나눔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상황을 에틱(etic)한 방법으로 구조화한 것
이며, 수업나눔에서 공유, 갈등, 통합은 순차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1) 공유
공유되면서 상호주관성의 영역이 드러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아이가 소란한 것에 대한 공감, 둘째는 숲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44) 이 연구에서 흔적(trace)은 차연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최미숙, 1996,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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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업나눔의 재고찰

이 연구는 숲교육 수업을 <텍스트 1>로 삼아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수업나눔을 <텍스트 2>
로 삼아 두 가지 관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 관점들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한 가지 관점을 구분
하여 모두 다섯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관점42)은 ‘어디에서 어디를 바라보
는가’로 이해하였다. 숲교육 영상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보는 것과 숲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
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수업나눔의 영상에 대해서는 숲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료의 숲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자의 관점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숲
교육과 수업나눔을 통해 이뤄지는 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이해되었다. 이상의 관점을 정리하여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관점2. 숲선생님의

자기 숲교육 이해

관점3. 숲선생님들

수업나눔 공동 이해

관점1. 연구자의

수업 이해

관점4. 연구자의

수업나눔 이해

관점5. 숲교육과 수업나눔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시도

숲교육은

무엇인가?

숲교육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숲교육

수업나눔

<Text 2>

숲교육은

무엇인가?

숲교육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숲교육

<Text 1>

<그림 20> 이 연구의 다섯 가지 관점 

이 연구는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고찰된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관점2의 측면에서 숲
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과 숲선생님의 자기 성찰의 부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관점3의 측
면에서 개인의 이해가 공동의 이해로 확장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3). 

  수업나눔 중간에 숲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는 모르고 수업나눔을 해야만 보인다고 이야기 
했다.

조한나: 수업할 때는 잘 몰라. 진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FESL2-79). 

수업나눔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부분은 세 숲선생님의 대화로 이뤄졌으며 대화속에서 발견
한 것은 수업나눔의 양상,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 숲선생님의 자기 돌아봄으로 구분
되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교육에 대해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에 기대어 있다. 여기서 존재론에 대
해 자세히 다루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존재에 대한 관점은 이 연
구에서 중요한 관점이기에, 이 연구에서 이해하는 존재론의 관점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환경교육의 흐름이 실증주의 과학에서 해석적 과학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철학에서는 모더니
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흐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모더니즘이 진리의 유일성
을 전제하고 이성중심의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모더니즘의 
해체를 통해 재구성되는 부분이었다(Lincoln et al., 2011). 여기서 존재론이 중요한 의미를 

42) 관점을 이 연구에서는 view point로 이해하고자 한다. 곧 내가 어디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에 대한 것이 관점이다. 내가 서 있는 곳과 바라보는 것을 밝힘으로 이 연구가 가진 다섯 가지 관점
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43) 관점1과 관점4는 관점5의 작업가운데 통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숲교육의 재고찰과 숲교육 수업
나눔의 재고찰이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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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하이데거와 데리다(Derrida) 등의 철학자에 의해 그 방법을 구체화되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관한 탐구로서 

거기에는 그 질문을 취급하기 위한 온갖 다양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서용석, 
2010). 그럼에도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존재론은 인식론에 앞선다’
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여기서 ‘앞선다’는 말은 ‘근원적’(ursprünglich/primordial)이라는 의미
를 나타낸다(서용석, 2010). 

데리다(Derrida)는 자신의 철학에 차연의 개념을 만들어 서구 형이상학 담론을 벗어나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이화도, 2012; 최미숙, 1996). 서구 형이상학이 순수한 자기 동일적 주체
로서의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였다면, 데리다는 ‘흔적44)’으로 존재하는 주체 내부의 이질성으로
서의 타자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자아와 타자간의 상호관계성에 기초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체개념을 갖게 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보면, 내 안에 있는 너의 
‘흔적’과, 너 안에 있는 나의 ‘흔적(차연)’을 인정하는 주체와 타자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타자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조용환(2011)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선택된 것인데, 선택은 배제를 포함한다. 어떤 차이에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차이는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 해체는 배제되어 미루어
진 차이들을 다시 주목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 주어진 것, 구성된 것들을 본래의 바
탕으로 되돌려 놓고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다.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선택된 내용은 세 숲선생님의 차이를 
부각함으로 다른 것은 배제된다는 것을 내포한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이러한 관점으로 숲선생님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숲선생님은 타자의 
‘흔적’을 품은 존재로서 이해되었고, 그러한 존재들이 나누는 수업나눔의 대화를 통해 수업나
눔의 양상,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자기이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수업나눔의 양상
대화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담고 있다. 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숲교육 대화나눔의 모
든 내용은 공유되었다. 예를 들어 참가자에 따라 어려움의 종류가 다른 것도 공유되었고, 각
각의 참가자의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지의 경험도 공유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화 전체가 
공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항에서 ‘공유’는 숲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제한적으로 ‘공유’로서 이
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공유’, 서로의 주관이 부딪히는 장면을 ‘갈
등’, 그리고 상호주관성의 영역이 갈등으로 드러났으나 결국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
을 ‘통합’으로 구분하여 수업나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유, 갈등, 통합은 수업나눔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상황을 에틱(etic)한 방법으로 구조화한 것
이며, 수업나눔에서 공유, 갈등, 통합은 순차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1) 공유
공유되면서 상호주관성의 영역이 드러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아이가 소란한 것에 대한 공감, 둘째는 숲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44) 이 연구에서 흔적(trace)은 차연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최미숙, 1996,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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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공감, 셋째는 숲교육에서 기억에 남는 난처했던 순간의 공감, 넷째는 숲교육 참가자에 
대한 공감, 다섯 번째로는 숲선생님들의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아이가 소란한 것에 대한 공감이다. 아이들은 숲에 나오면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많
다. 교실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재잘재잘(FESL1-14)”하는 것이다. 세 분의 숲선생님은 숲교
육 영상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다
(FESL1-14)”, “저 나이에 이러지(떠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FESL1-14)”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이해하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자
신의 수업에서만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래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은 궁극적으로는 위로가 된 부분이 있다.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
이들이라고 생각하며 위축되기 쉬운 숲선생님들의 마음이 나의 수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래 그렇게 떠드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의 ‘떠들음’이 숲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숲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러한 위로는 궁극적으로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모두 조용히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내려놓게 되
는 것에 작용하기도 한다. 아이들을 굳이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주의집중하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숲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에 대해 공유하는 장면에서 선생님들이 일종의 ‘해방감’
을 느끼고 있다고 추정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숲선생님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조용히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주의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
었다.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아이들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는 이해는 글자
를 그대로 보면 모순이지만, 숲교육에서는 경험이 축적된 지혜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유된 것은 숲교육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박현수 숲선생님
은 시니어강사모임과 함께 했던 숲교육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내가 창포공원에서 노인회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내심 걱정을 했어요. 몸도 못쓰시는 분 있
으시면 스트레스 좀 받겠다. 딱 가니까. 나야 항상 뭐 일찍 가니까. 파란산 조성한 선생님도 
계시고, 아~ 느낌이 오더라구.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숲해설 들으러왔지.’ 

조한나: 그 선생님 엄청 잘하셔.
박현수: 그때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조한나: 그 선생님이 책이야 책. 
박현수: 오신 분이 프로인데. 이 사람들을 분명히 한 번은 잡고 가야겠다. 그냥 갔다가는 내가 스트

레스 받겠다. 23명 다 왔어. 응. 내가 오늘 보니까 선배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 이 앞에 
서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후배가 모른다고 계속 모른다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한나: 노련하시네. 아마 숲해설 공부하시는 모임. 시니어.
박현수: 나 그날처럼 재미있게 한 날이 없어. 
박현수: 일단 자기들이 아니까 궁금한 거 묻고, 자기들도 숲해설 가서 써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거 다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한 시간 밖에 안 되서 짧아서 되
레 아쉬웠지. 너무 좋아한 거야. (중략) 너무 좋아하더라구. 본인들이 좋아하니까 고맙더라구
요(FESL1-83).

동료 숲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박현수 숲선생님은 이 날처럼 재미있게 수업한 날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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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있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참가자와 원활한 상호작용, 그리
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숲선생님에게 큰 즐거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한 아이가 와서 볼에 뽀뽀를 해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은영: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중랑천에서 막 꽃 피어있고 나비도 많이 있는데, 벌도 있는
데. 나비 한 마리 딱 잡아 주어서 “나비 관찰할까. 살려주자” 잘 가 하고 인사하고 벌도 한 
마리 꿀벌을 잡아서. 뒷다리에 꽃가루도 봐. 너희들 쏘면 안 되니까 저만치 가서 날려주고 올
게 하고 날려주고 왔는데 어떤 녀석이 선생님. ‘좀 앉아보래’. 내보고 앉아보래. ‘왜왜’. 하고 
앉았는데 그 아이가 뽀뽀를 쪽 하면서 ‘선생님 사랑해요!’하는거야. 그런데 정말 몇 날 며칠
을 갔어요. 행복했어요. 아이가 다섯 살 정도의 아이에요. 아마 집에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에게 자기감정을 잘 표현하고 사랑 받는 아이일거에요. 앉아보라길래 왜왜 하고 그랬더니 사
랑한다면서 여기에 뽀뽀를 쫙 해 주더라구요. 그거는 참 안 잊혀지더라구요(FESL2-145).

이은영 선생님은 아이가 다가와서 뽀뽀하였던 것을 이야기하며 아이가 느낀 자연에 대한 사
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공유된 것은 숲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박현수 숲선생
님은 <개구리의 수명>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나는 효창공원에서 봄에 올챙이 수업하고 있는데, 데크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내가 설명하
는데 지나가던 아줌마가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하시라고’. ‘개구리는 몇 년이나 살아요?’ 하
하하하 순간적으로 띵~ 하더라구요. 그 정도는 알았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머뭇거리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있어서요.)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에 찾아보자 하
고 집에 와서 네이버에게 물어봐야지 했는데 순간 식은땀이 나더라구요(FESL2-136).

이은영 숲선생님은 <비둘기의 밀납>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은영: 멧비둘기가 피존.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밀납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질문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밀납이 어디서 나오냐구. 어디서 나와서 새끼에게 먹이냐고. 입안에서 
나와서 만들어서 먹인다고 설명하고 집에 와서 얼른 찾아보는 거에요. 잘못 대답을 했으면 
그 분에게 전화드려야 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행히 맞게 이야기는 
했더라구요(FESL2-144).

조한나 숲선생님은 <개구리의 체외수정>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조한나: 아이들은 진짜 꽂힌 아이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 가지고 미림 숲에서 할 때 곤충팀의 한 아
이가 그러는 거야. 한 선생님이 미림숲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쪽팔려봐야 (하하하하) 그래야지 실력이 는데. 나도 파란산에서 개구리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야. 나는 그날 수업만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할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아주 미치겠더라구. 
책을 들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건데 선생님이 아니래’ 라고 하는데 나는 미치겠는거야. 하
하하하 어떻게 해. 그날은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끝나고 코디에게 아유 쟤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하니까 그 코디가 선생님 ‘그 아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쪽팔리더라구. 

조한나: 나는 그 때 개구리가 체외수정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개구리 체외수정을 한
다는 거야. 어린아이가 체외수정을 알지? 하고 내가 아는 체외수정을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것도 그 아이가 맞다는 거야. 

조한나: 초등학교도 안 갔어. 아마 그 아빠도 (개구리가 체외수정을 하는 것은)모를 거야. 어떻게 그
런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였어? 어머 이거 아이들 수업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구나. 요즘 아
이들이. 어. 박사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는 척하면 안 되겠더라구. 교훈은 쟤(아이가)가 아는 
척하면은 ‘그래?’하고 넘어가주자(FESL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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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공감, 셋째는 숲교육에서 기억에 남는 난처했던 순간의 공감, 넷째는 숲교육 참가자에 
대한 공감, 다섯 번째로는 숲선생님들의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아이가 소란한 것에 대한 공감이다. 아이들은 숲에 나오면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많
다. 교실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재잘재잘(FESL1-14)”하는 것이다. 세 분의 숲선생님은 숲교
육 영상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다
(FESL1-14)”, “저 나이에 이러지(떠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FESL1-14)”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이해하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자
신의 수업에서만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래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은 궁극적으로는 위로가 된 부분이 있다.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
이들이라고 생각하며 위축되기 쉬운 숲선생님들의 마음이 나의 수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래 그렇게 떠드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의 ‘떠들음’이 숲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숲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러한 위로는 궁극적으로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모두 조용히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내려놓게 되
는 것에 작용하기도 한다. 아이들을 굳이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주의집중하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숲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에 대해 공유하는 장면에서 선생님들이 일종의 ‘해방감’
을 느끼고 있다고 추정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숲선생님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숲교육에서 아이들이 조용히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주의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
었다.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아이들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는 이해는 글자
를 그대로 보면 모순이지만, 숲교육에서는 경험이 축적된 지혜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유된 것은 숲교육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박현수 숲선생님
은 시니어강사모임과 함께 했던 숲교육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내가 창포공원에서 노인회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내심 걱정을 했어요. 몸도 못쓰시는 분 있
으시면 스트레스 좀 받겠다. 딱 가니까. 나야 항상 뭐 일찍 가니까. 파란산 조성한 선생님도 
계시고, 아~ 느낌이 오더라구.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숲해설 들으러왔지.’ 

조한나: 그 선생님 엄청 잘하셔.
박현수: 그때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조한나: 그 선생님이 책이야 책. 
박현수: 오신 분이 프로인데. 이 사람들을 분명히 한 번은 잡고 가야겠다. 그냥 갔다가는 내가 스트

레스 받겠다. 23명 다 왔어. 응. 내가 오늘 보니까 선배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 이 앞에 
서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후배가 모른다고 계속 모른다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한나: 노련하시네. 아마 숲해설 공부하시는 모임. 시니어.
박현수: 나 그날처럼 재미있게 한 날이 없어. 
박현수: 일단 자기들이 아니까 궁금한 거 묻고, 자기들도 숲해설 가서 써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거 다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한 시간 밖에 안 되서 짧아서 되
레 아쉬웠지. 너무 좋아한 거야. (중략) 너무 좋아하더라구. 본인들이 좋아하니까 고맙더라구
요(FESL1-83).

동료 숲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박현수 숲선생님은 이 날처럼 재미있게 수업한 날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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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있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참가자와 원활한 상호작용, 그리
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숲선생님에게 큰 즐거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한 아이가 와서 볼에 뽀뽀를 해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은영: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중랑천에서 막 꽃 피어있고 나비도 많이 있는데, 벌도 있는
데. 나비 한 마리 딱 잡아 주어서 “나비 관찰할까. 살려주자” 잘 가 하고 인사하고 벌도 한 
마리 꿀벌을 잡아서. 뒷다리에 꽃가루도 봐. 너희들 쏘면 안 되니까 저만치 가서 날려주고 올
게 하고 날려주고 왔는데 어떤 녀석이 선생님. ‘좀 앉아보래’. 내보고 앉아보래. ‘왜왜’. 하고 
앉았는데 그 아이가 뽀뽀를 쪽 하면서 ‘선생님 사랑해요!’하는거야. 그런데 정말 몇 날 며칠
을 갔어요. 행복했어요. 아이가 다섯 살 정도의 아이에요. 아마 집에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에게 자기감정을 잘 표현하고 사랑 받는 아이일거에요. 앉아보라길래 왜왜 하고 그랬더니 사
랑한다면서 여기에 뽀뽀를 쫙 해 주더라구요. 그거는 참 안 잊혀지더라구요(FESL2-145).

이은영 선생님은 아이가 다가와서 뽀뽀하였던 것을 이야기하며 아이가 느낀 자연에 대한 사
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공유된 것은 숲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박현수 숲선생
님은 <개구리의 수명>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나는 효창공원에서 봄에 올챙이 수업하고 있는데, 데크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내가 설명하
는데 지나가던 아줌마가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하시라고’. ‘개구리는 몇 년이나 살아요?’ 하
하하하 순간적으로 띵~ 하더라구요. 그 정도는 알았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머뭇거리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있어서요.)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에 찾아보자 하
고 집에 와서 네이버에게 물어봐야지 했는데 순간 식은땀이 나더라구요(FESL2-136).

이은영 숲선생님은 <비둘기의 밀납>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은영: 멧비둘기가 피존.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밀납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질문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밀납이 어디서 나오냐구. 어디서 나와서 새끼에게 먹이냐고. 입안에서 
나와서 만들어서 먹인다고 설명하고 집에 와서 얼른 찾아보는 거에요. 잘못 대답을 했으면 
그 분에게 전화드려야 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행히 맞게 이야기는 
했더라구요(FESL2-144).

조한나 숲선생님은 <개구리의 체외수정>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조한나: 아이들은 진짜 꽂힌 아이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 가지고 미림 숲에서 할 때 곤충팀의 한 아
이가 그러는 거야. 한 선생님이 미림숲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쪽팔려봐야 (하하하하) 그래야지 실력이 는데. 나도 파란산에서 개구리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야. 나는 그날 수업만 공부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할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아주 미치겠더라구. 
책을 들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건데 선생님이 아니래’ 라고 하는데 나는 미치겠는거야. 하
하하하 어떻게 해. 그날은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끝나고 코디에게 아유 쟤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하니까 그 코디가 선생님 ‘그 아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쪽팔리더라구. 

조한나: 나는 그 때 개구리가 체외수정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개구리 체외수정을 한
다는 거야. 어린아이가 체외수정을 알지? 하고 내가 아는 체외수정을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것도 그 아이가 맞다는 거야. 

조한나: 초등학교도 안 갔어. 아마 그 아빠도 (개구리가 체외수정을 하는 것은)모를 거야. 어떻게 그
런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였어? 어머 이거 아이들 수업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구나. 요즘 아
이들이. 어. 박사들이 있어요. 그때는 아는 척하면 안 되겠더라구. 교훈은 쟤(아이가)가 아는 
척하면은 ‘그래?’하고 넘어가주자(FESL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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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난감했던 상황에 대한 공유는 ‘나만 난감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
였다. 또한 숲선생님은 숲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편견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궁
극적으로 ‘우리는 숲의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함께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일종의 무게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도 했다.

네 번째로 공유된 것으로는 참가자에 대한 민감성이다. 숲교육에는 정말 다양한 참가자가 
함께 한다. 가장 어린 참가자는 태아(박범진 등, 2012; 이미나, 송준석, 2015; 정선희, 구창덕, 
주상준, 2014)이다. 태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숲이 품는 연령은 다양하다. 그리고 수목장을 
생각하면 숲은 죽음까지 인간을 수용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를 만나는 숲선생님들은 
자신들이 가진 참가자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숲선생님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고아원, 양로원 등)에서 숲교육의 경험이 있다. 5년째 이어지는 사회복지 숲교
육으로 숲선생님은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안 온다(FESL1-95)’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숲교육에서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숲선생님들은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은 아파트의 동네” 아이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서민쪽 아파트”의 아이들은 싸우는 것이 적고 양보도 잘한다
고 했다. 

조한나: 잘사는 동네 아이들에게 가면, 작년에는 아파트가 좋은데이고, 올해는 서민 쪽이고. 아파트가 
좋은데 가면은 달라.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은 다 자기가 나가서 해야 해. 양보하는 것도 없
고. 그런데 순서를 정해주면 질서를 잘 지키더라구. 올해는 조금 서민아파트 인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쁜거에요. 하하하하. 걔네는 아이다운 것이 보여. 내가 다 가지고 올게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정말 순수하더라구요. 싸우는 것도 없고 양보도 잘 하고
(FESL1-87).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는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했다. 남자아이들은 역동적인데 반하여, 여자아이들은 명상 등의 정적인 
활동도 잘한다는 것이다. 줍는 활동은 비교적 남자 아이들, 여자아이들 모두 즐겨한다고 한다.

조한나: 남자 아이들은 진짜 다루기 힘들어. 여자아이들보다(FESL1-154).
조한나: 여자아이들은 명상도 잘하고. 
박현수: 여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남자아이들은… 뭐..(FESL1-157).
조한나: (줍는 활동을) 남자아이들도 좋아하더라구(FESL2-89). 

학급으로 아이들이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왕따, 튀는 아이, 뒤쳐지는 아이를 
빨리 찾아서 그 아이에게 추가적인 활동의 기회를 주거나, 역할을 주거나, 이름을 익혀서 여
러 번 부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낙오 없이 숲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다.

박현수: 버스에서 딱 내릴 때 나는 짱이라는 아이가 거들먹거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오전 수업을 할 
때 그 놈만 부르고, 걔 이름 불러주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되는 거야. 오후 수업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자기 나름에는 여기 와서 뭔가를 좀 보이고 튀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계속 질문을 시키고 묻고 자꾸 하니까 옆을 떠나지 않더라구.

조한나: 튀는 아이를. 그런 아이를 잘 이용하는 것도 있고, 왕따를 얼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은영: 앞에 열 명이 섰잖아요. 딱 둘러보면 놀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있어요. 
조한나: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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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딱 있잖아. 자꾸 눈을 맞추어서 그걸 끊어줘야 해요. 내비두면, 중학생들 특히 더 그래요
(FESL4-302).

참가자의 지식에 따른 구분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근래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어
느 한 분야에 ‘박사급’ 아이들이 있었다. 숲의 식물이나, 곤충에 대해서 숲선생님만큼 혹은 그 
이상의 지식을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숲해설가 시니어 모임 등의 어르신들 모임에서도 
많은 지식을 가진 참가자가 숲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한나: 요즘 아이들이. 박사들이 있어요(FESL2-133).
박현수: 파란산 조성한 선생님도 계시고, ‘아~’ 느낌이오더라구.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숲해설 들

으러왔지.’ 
조한나: 그 선생님 엄청 잘하셔(FESL1-166).

다섯 번째로 공유된 것은 숲선생님의 어려움이다.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숲교육 상황의 가변성에 대한 것(연령, 상황, 외부상황)이고, 둘째는 숲선생님 개인에 
대한 어려움(주의집중, 이동, 긴장감 등) 셋째는 숲교육 자체에 대한 어려움(공부가 끝이 없음)
이 있었다.

숲교육 상황의 가변성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를 함의한다. 첫째는 유아~성인까지 다양한 
대상을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만 만나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생만 만나지만, 유아~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을 만나는 숲선생님들은 가끔 어떻게 이야기
하고 누구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영: 우리가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FESL2-323)
이은영: 유치원 아이도 오고, 아빠도 오고 엄마도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디다가 맞추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도 만족을 시켜주고 싶고, 또 부모님에게도 해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힘든 것 같아요(FESL4-162).

또한 숲교육의 공간이 항상 바뀐다. 숲은 하루에도 나뭇잎이 떨어지고 풀이 나는 등, 어제 
있던 열매가 오늘 가면 없어지고, 어제는 없던 동물의 사체가 오늘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준비할 수 없는 상황 자체의 가변성이 있다. 그리고 숲교육의 장소가 
한 공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도 이동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한나: 숲은 그냥 풀 하나라도 달라지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잖아요(FESL2-62).
이은영: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만들기를 또 저렇게 하고, 교실에 앉아서 

하는 수업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수업이 힘들다는 것을 오늘 느끼겠어요(FESL2-262).

숲교육에는 외부조건이 있다. 연구자가 등장하거나, 참관자가 있거나, 의도하지 않게 부모님
들이 갑자기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 교장선생님과 마주치는 상황은 숲선생님을 난감하게 만
든다.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이나 조류독감 등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숲교육이 
유연하게 진행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도 숲선생님들에게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박현수: 외부사람들이 오면 티를 내요.
조한나: 외부사람들이 오면 흥분해가지고(FESL2-28). 
이은영: 학부모들이 따라오면 아이들이 학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서 집중이 안 되고(FESL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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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난감했던 상황에 대한 공유는 ‘나만 난감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
였다. 또한 숲선생님은 숲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편견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궁
극적으로 ‘우리는 숲의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함께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일종의 무게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도 했다.

네 번째로 공유된 것으로는 참가자에 대한 민감성이다. 숲교육에는 정말 다양한 참가자가 
함께 한다. 가장 어린 참가자는 태아(박범진 등, 2012; 이미나, 송준석, 2015; 정선희, 구창덕, 
주상준, 2014)이다. 태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숲이 품는 연령은 다양하다. 그리고 수목장을 
생각하면 숲은 죽음까지 인간을 수용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를 만나는 숲선생님들은 
자신들이 가진 참가자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숲선생님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고아원, 양로원 등)에서 숲교육의 경험이 있다. 5년째 이어지는 사회복지 숲교
육으로 숲선생님은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안 온다(FESL1-95)’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숲교육에서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숲선생님들은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은 아파트의 동네” 아이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서민쪽 아파트”의 아이들은 싸우는 것이 적고 양보도 잘한다
고 했다. 

조한나: 잘사는 동네 아이들에게 가면, 작년에는 아파트가 좋은데이고, 올해는 서민 쪽이고. 아파트가 
좋은데 가면은 달라.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은 다 자기가 나가서 해야 해. 양보하는 것도 없
고. 그런데 순서를 정해주면 질서를 잘 지키더라구. 올해는 조금 서민아파트 인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쁜거에요. 하하하하. 걔네는 아이다운 것이 보여. 내가 다 가지고 올게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정말 순수하더라구요. 싸우는 것도 없고 양보도 잘 하고
(FESL1-87).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는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했다. 남자아이들은 역동적인데 반하여, 여자아이들은 명상 등의 정적인 
활동도 잘한다는 것이다. 줍는 활동은 비교적 남자 아이들, 여자아이들 모두 즐겨한다고 한다.

조한나: 남자 아이들은 진짜 다루기 힘들어. 여자아이들보다(FESL1-154).
조한나: 여자아이들은 명상도 잘하고. 
박현수: 여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남자아이들은… 뭐..(FESL1-157).
조한나: (줍는 활동을) 남자아이들도 좋아하더라구(FESL2-89). 

학급으로 아이들이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왕따, 튀는 아이, 뒤쳐지는 아이를 
빨리 찾아서 그 아이에게 추가적인 활동의 기회를 주거나, 역할을 주거나, 이름을 익혀서 여
러 번 부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낙오 없이 숲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다.

박현수: 버스에서 딱 내릴 때 나는 짱이라는 아이가 거들먹거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오전 수업을 할 
때 그 놈만 부르고, 걔 이름 불러주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되는 거야. 오후 수업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자기 나름에는 여기 와서 뭔가를 좀 보이고 튀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계속 질문을 시키고 묻고 자꾸 하니까 옆을 떠나지 않더라구.

조한나: 튀는 아이를. 그런 아이를 잘 이용하는 것도 있고, 왕따를 얼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은영: 앞에 열 명이 섰잖아요. 딱 둘러보면 놀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있어요. 
조한나: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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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딱 있잖아. 자꾸 눈을 맞추어서 그걸 끊어줘야 해요. 내비두면, 중학생들 특히 더 그래요
(FESL4-302).

참가자의 지식에 따른 구분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근래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어
느 한 분야에 ‘박사급’ 아이들이 있었다. 숲의 식물이나, 곤충에 대해서 숲선생님만큼 혹은 그 
이상의 지식을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숲해설가 시니어 모임 등의 어르신들 모임에서도 
많은 지식을 가진 참가자가 숲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한나: 요즘 아이들이. 박사들이 있어요(FESL2-133).
박현수: 파란산 조성한 선생님도 계시고, ‘아~’ 느낌이오더라구.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숲해설 들

으러왔지.’ 
조한나: 그 선생님 엄청 잘하셔(FESL1-166).

다섯 번째로 공유된 것은 숲선생님의 어려움이다.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숲교육 상황의 가변성에 대한 것(연령, 상황, 외부상황)이고, 둘째는 숲선생님 개인에 
대한 어려움(주의집중, 이동, 긴장감 등) 셋째는 숲교육 자체에 대한 어려움(공부가 끝이 없음)
이 있었다.

숲교육 상황의 가변성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를 함의한다. 첫째는 유아~성인까지 다양한 
대상을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만 만나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생만 만나지만, 유아~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을 만나는 숲선생님들은 가끔 어떻게 이야기
하고 누구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은영: 우리가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FESL2-323)
이은영: 유치원 아이도 오고, 아빠도 오고 엄마도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디다가 맞추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도 만족을 시켜주고 싶고, 또 부모님에게도 해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힘든 것 같아요(FESL4-162).

또한 숲교육의 공간이 항상 바뀐다. 숲은 하루에도 나뭇잎이 떨어지고 풀이 나는 등, 어제 
있던 열매가 오늘 가면 없어지고, 어제는 없던 동물의 사체가 오늘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준비할 수 없는 상황 자체의 가변성이 있다. 그리고 숲교육의 장소가 
한 공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도 이동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한나: 숲은 그냥 풀 하나라도 달라지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잖아요(FESL2-62).
이은영: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만들기를 또 저렇게 하고, 교실에 앉아서 

하는 수업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수업이 힘들다는 것을 오늘 느끼겠어요(FESL2-262).

숲교육에는 외부조건이 있다. 연구자가 등장하거나, 참관자가 있거나, 의도하지 않게 부모님
들이 갑자기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 교장선생님과 마주치는 상황은 숲선생님을 난감하게 만
든다.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이나 조류독감 등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숲교육이 
유연하게 진행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도 숲선생님들에게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박현수: 외부사람들이 오면 티를 내요.
조한나: 외부사람들이 오면 흥분해가지고(FESL2-28). 
이은영: 학부모들이 따라오면 아이들이 학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서 집중이 안 되고(FESL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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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교장선생님도 계시지(이은영의 숲교육)
박현수: 6월 메르스 때문에(시간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FESL1-14) 

두 번째 어려움은 숲선생님 개인이 갖는 어려움이다. 하나는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러운데 
어떻게 ‘주의집중을 잘 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FESL1-14)하는 어려움이 있었
다. ‘완벽한 숲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채워 넣기를 하고
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는 고백적인 어려움(FESL3-377)도 있었다. 일회성 숲교육일 경우
가 많은데, 매번 ‘새로운 참가자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속적인 숲교육일 경우 ‘매번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긴장감’도 어려움(FESL3-394)이었다. 또한 숲교육을 잘 준비
하지 못했을 경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FESL4-284)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
인가를 진행하고 이끌어야 하는 긴장감’(FESL3-393)도 나타났다. 

교실수업은 가만히 서거나,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적지만, 숲교
육은 우선 ‘이동이 많고’(FESL2-262), 아이들과 몸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많아 육체적으로 힘
든 부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사진자료를 남겨야 하는데, ‘수업중간에 
사진을 찍기 어려운 이야기’(FESL2-280)도 함께 공유되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숲교육 자체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교육이나 수학교육의 경우 가
르쳐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안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숲교육에서 교육내용이 정해
진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숲선생님들은 숲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하
는지 공부가 끝이 없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한나: 공부할게 많아. 숲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나. 그래서 좋
은 거예요(FESL3-383).

이은영: 어떨 때는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숲해설가가 다양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모르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또 숲해설가구나(FESL3-400). 

이 항에서는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에 대하여 다섯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
이가 소란한 것에 대한 공감, 숲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의 공감, 셋째는 숲교육에서 
인상 남는 가장 난감했던 순간의 공감, 넷째는 숲교육 참가자에 대한 민감성, 다섯 번째로는 
숲선생님들의 어려움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2) 갈등(부딪히는 쟁점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갈등상황이 몇 번 있었다. 갈등을 숲교육에서는 이렇게 이해해 본다. 

‘갈(葛)’은 ‘칡’을 의미하는데 칡은 오른쪽(twined rightward)으로 돌아 올라간다. ‘등(藤)’은 
등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왼쪽(twined leftward)으로 감고 올라간다45). 갈등이라는 것은 그렇
게 두 방향이 서로 달라서 무엇인가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부르고자 했다.

첫 번째 갈등은 숲길에서의 활동이다. ‘숲길에서 미션을 주고 활동하게 할 것인
가?’(FESL3-128), ‘빈 페이지처럼 그냥 걷게 할 것인가’(FESL3-130)의 의견은 서로 다르게 
이해되었다. 하나의 의견은 숲길을 아이들이 걸을 때 ‘피톤치드를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
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알고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FESL3-128)이었다. 다른 의견은 
중간에 갈 때 계속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경우는 ‘숲을 그냥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
면서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FESL3-120)로서 책에도 빈 페이지가 있는 것

45) 권오길의 괴짜생물 이야기, 갈등의 어원이 된 칡과 등나무의 자리싸움(2017년, 7월 22일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6672&cid=58467&categoryId=5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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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숲길에서는 미션을 주지 않는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 갈등은 배낭에 대한 갈등이다. 숲선생님이 숲교육 중에 배낭을 메고 있으면 ‘아이

들에게 무겁게 보여서 상호작용하기가 어려울 것’(FESL2-17)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다
르게 수업을 이동하면서 하는 가운데 필요한 교구가 가방에 있어서 ‘내려놓았다 다시 찾는 것
이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배낭을 메고 수업을 하는 것’(FESL2-19)에 대한 의견이 있었
다.

서로 다른 의견이 마주친 상황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고가는 이야
기는 자신의 의견을 갖고, 정중하게 친절한 태도를 갖고 이야기가 전달되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며, 애써 굳이 통합하려하지 않고 차이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통합
서로 다른 의견이 드러난 것을 갈등상황으로 이해하였다면, 갈등상황이 드러나고 이를 아우

르는 전체적인 관점까지 이야기 된 것을 통합으로 이해하였다.
통합의 관점이 드러난 것은 ‘숲교육’이었다. 숲교육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안내하는 것인가? 기획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가? 우연적인 관찰의 기회를 살리고 아
이들에게 놀이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가? 등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숲교육
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때 숲선생님은 두 가지 모두를 “겸해야죠”의 의견을 보였다. 그래서 
숲교육에서 안내하고 심어주는 일의 통합, 숲선생님이 준비한 것과 아이들이 우연적으로 마주
한 자연을 존중해주는 두 방향의 숲교육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조한나: 숲에 계획 없이 갔으면 나뭇가지 들어서 놀아야지 당연히. 글치? 이왕 들었으니까 너희도 
하나 주어와. 그래가지고 놀게 되겠지. 그런데 계획이 딱 되어있어.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해.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을 때에는, 그런 것은 좀 규제를 해야지.

연구자: 혹시 질문을 드린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하는 것인지 계획하지 않는 것인지? 
조한나: 겸해야죠. 겸사겸사.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이 발견하는 숲으로 가면 아이들을 풀어

놓고 조금만 다독거리면서 놀 수도 있지만, 다음에 프로그램을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해야 하
고, 다음에 또 와. 그러면 오늘은 이게 좋으니까 이걸 놀고, 그건 다음에 해도 되. 이렇게 되
는데, 한 번에 됐으면 이미 이것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임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하기로 한 것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 이것은 왜 못 한 거예요 하고 묻는 아이가 꼭 
있거든. 그것도 미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정해진 대로 해야지.

이은영: 유아들이라면, 자주 숲체험장을 오는 아이들이라면 그냥 놀아도 되요. 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조한나: 그것도 있지.
이은영: 꼭 그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한다면 그런 수업을 의도하게 되는 거죠. 가다 보면, 개미

도 나타나고, 지렁이도 나타나고, 개미가 오늘 왜 나왔을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FESL3-279).

하나의 숲교육은 다양한 장면을 갖는다. 아이들에게 식물의 이름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장
면과, 아이가 지렁이를 발견하는 장면이 하나의 숲교육에 함께 있다. 수업은 제한된 시간 속
에 진행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의 두 방향을 ‘겸하는’ 숲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수업나눔에서 주요한 통합은 프로그램이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고 수정 및 보완하는 내
용이 이야기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통합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떻게 
안내하는가의 순서에 대한 의견이 통합되었다. 예를 들어 놀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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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교장선생님도 계시지(이은영의 숲교육)
박현수: 6월 메르스 때문에(시간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FESL1-14) 

두 번째 어려움은 숲선생님 개인이 갖는 어려움이다. 하나는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러운데 
어떻게 ‘주의집중을 잘 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FESL1-14)하는 어려움이 있었
다. ‘완벽한 숲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채워 넣기를 하고
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는 고백적인 어려움(FESL3-377)도 있었다. 일회성 숲교육일 경우
가 많은데, 매번 ‘새로운 참가자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속적인 숲교육일 경우 ‘매번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긴장감’도 어려움(FESL3-394)이었다. 또한 숲교육을 잘 준비
하지 못했을 경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FESL4-284)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
인가를 진행하고 이끌어야 하는 긴장감’(FESL3-393)도 나타났다. 

교실수업은 가만히 서거나,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적지만, 숲교
육은 우선 ‘이동이 많고’(FESL2-262), 아이들과 몸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많아 육체적으로 힘
든 부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사진자료를 남겨야 하는데, ‘수업중간에 
사진을 찍기 어려운 이야기’(FESL2-280)도 함께 공유되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숲교육 자체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교육이나 수학교육의 경우 가
르쳐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안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숲교육에서 교육내용이 정해
진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숲선생님들은 숲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하
는지 공부가 끝이 없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한나: 공부할게 많아. 숲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나. 그래서 좋
은 거예요(FESL3-383).

이은영: 어떨 때는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숲해설가가 다양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모르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또 숲해설가구나(FESL3-400). 

이 항에서는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에 대하여 다섯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
이가 소란한 것에 대한 공감, 숲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의 공감, 셋째는 숲교육에서 
인상 남는 가장 난감했던 순간의 공감, 넷째는 숲교육 참가자에 대한 민감성, 다섯 번째로는 
숲선생님들의 어려움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2) 갈등(부딪히는 쟁점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갈등상황이 몇 번 있었다. 갈등을 숲교육에서는 이렇게 이해해 본다. 

‘갈(葛)’은 ‘칡’을 의미하는데 칡은 오른쪽(twined rightward)으로 돌아 올라간다. ‘등(藤)’은 
등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왼쪽(twined leftward)으로 감고 올라간다45). 갈등이라는 것은 그렇
게 두 방향이 서로 달라서 무엇인가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부르고자 했다.

첫 번째 갈등은 숲길에서의 활동이다. ‘숲길에서 미션을 주고 활동하게 할 것인
가?’(FESL3-128), ‘빈 페이지처럼 그냥 걷게 할 것인가’(FESL3-130)의 의견은 서로 다르게 
이해되었다. 하나의 의견은 숲길을 아이들이 걸을 때 ‘피톤치드를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
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알고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FESL3-128)이었다. 다른 의견은 
중간에 갈 때 계속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경우는 ‘숲을 그냥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
면서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FESL3-120)로서 책에도 빈 페이지가 있는 것

45) 권오길의 괴짜생물 이야기, 갈등의 어원이 된 칡과 등나무의 자리싸움(2017년, 7월 22일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6672&cid=58467&categoryId=5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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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숲길에서는 미션을 주지 않는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 갈등은 배낭에 대한 갈등이다. 숲선생님이 숲교육 중에 배낭을 메고 있으면 ‘아이

들에게 무겁게 보여서 상호작용하기가 어려울 것’(FESL2-17)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다
르게 수업을 이동하면서 하는 가운데 필요한 교구가 가방에 있어서 ‘내려놓았다 다시 찾는 것
이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에 배낭을 메고 수업을 하는 것’(FESL2-19)에 대한 의견이 있었
다.

서로 다른 의견이 마주친 상황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고가는 이야
기는 자신의 의견을 갖고, 정중하게 친절한 태도를 갖고 이야기가 전달되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며, 애써 굳이 통합하려하지 않고 차이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통합
서로 다른 의견이 드러난 것을 갈등상황으로 이해하였다면, 갈등상황이 드러나고 이를 아우

르는 전체적인 관점까지 이야기 된 것을 통합으로 이해하였다.
통합의 관점이 드러난 것은 ‘숲교육’이었다. 숲교육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안내하는 것인가? 기획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가? 우연적인 관찰의 기회를 살리고 아
이들에게 놀이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가? 등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숲교육
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때 숲선생님은 두 가지 모두를 “겸해야죠”의 의견을 보였다. 그래서 
숲교육에서 안내하고 심어주는 일의 통합, 숲선생님이 준비한 것과 아이들이 우연적으로 마주
한 자연을 존중해주는 두 방향의 숲교육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조한나: 숲에 계획 없이 갔으면 나뭇가지 들어서 놀아야지 당연히. 글치? 이왕 들었으니까 너희도 
하나 주어와. 그래가지고 놀게 되겠지. 그런데 계획이 딱 되어있어.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해.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을 때에는, 그런 것은 좀 규제를 해야지.

연구자: 혹시 질문을 드린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하는 것인지 계획하지 않는 것인지? 
조한나: 겸해야죠. 겸사겸사.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이 발견하는 숲으로 가면 아이들을 풀어

놓고 조금만 다독거리면서 놀 수도 있지만, 다음에 프로그램을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해야 하
고, 다음에 또 와. 그러면 오늘은 이게 좋으니까 이걸 놀고, 그건 다음에 해도 되. 이렇게 되
는데, 한 번에 됐으면 이미 이것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임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하기로 한 것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 이것은 왜 못 한 거예요 하고 묻는 아이가 꼭 
있거든. 그것도 미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정해진 대로 해야지.

이은영: 유아들이라면, 자주 숲체험장을 오는 아이들이라면 그냥 놀아도 되요. 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조한나: 그것도 있지.
이은영: 꼭 그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한다면 그런 수업을 의도하게 되는 거죠. 가다 보면, 개미

도 나타나고, 지렁이도 나타나고, 개미가 오늘 왜 나왔을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FESL3-279).

하나의 숲교육은 다양한 장면을 갖는다. 아이들에게 식물의 이름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장
면과, 아이가 지렁이를 발견하는 장면이 하나의 숲교육에 함께 있다. 수업은 제한된 시간 속
에 진행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의 두 방향을 ‘겸하는’ 숲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수업나눔에서 주요한 통합은 프로그램이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고 수정 및 보완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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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놀이의 진행>순서가 정리되고 통합되었다.

· 아이들에게 우선 놀이의 규칙을 알려준다(FESL1-120). 
· 다음으로 아이들끼리 놀아보라고 한다(아이들이 노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으므

로)(FESL1-128). 
· 이 후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마무리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끼

리 놀이 규칙을 정하고 놀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의미)(FESL1-131)

놀이를 한다고 하면, 그냥 규칙에 따라 놀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수업나
눔을 통해 숲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놀이를 어떻게 안내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모두가 함께 즐
거울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적일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이야기되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야기된 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다.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기준과 관
점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업나눔을 통해 각자의 놀이가 아닌 ‘우리’의 놀이
로 함께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관찰일기에 대한 이야기다. 처음에는 관찰일기를 숙제로 해오고 숲선생님이 
수거하여 이를 피드백해주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수업나눔을 통해 통합된 <학교숲에서 모둠활
동으로 관찰일기 공유하기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 모둠으로 나누어 숲교육 시간 중에 관찰하도록 한다.(따로 숙제로 내 주면 대부분의 아이
들이 해 오지 않는다, 그리고 관찰일기를 기록한 후에는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두고 다음 
시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적으로 나눠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FESL1-23)

· 관찰일기는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크기가 크면 그리는 것
이 부담된다)(FESL1-39) 

· 모둠별로 같은 나무를 관찰하도록 한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옆 친구가 볼 수 있
다(FESL1-29). 

· 이번 주는 10분 동안 나무의 가지만 그리기, 다음 주는 나무의 잎사귀만 그리기, 그 다음 
주는 나무의 꽃을 그리기, 열매 그리기 등 같은 자연물에 대하여 부분을 구별하여서 관찰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는 나무의 수형을 그려보는 것으로 관찰의 범위
를 확대할 수 있다(FESL1-29).

· 발표하는 순서를 정하고, 한 모둠은 듣고, 한 모둠을 발표하는 것을 번갈아가며 한다. 자
신의 발표순서에 아이들이 떠들면 발표가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
(FESL1-93).

· 아이들이 자신의 관찰을 기록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인사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서 발표
하는 태도를 점검하도록 한다(FESL1-67).

· 기록이 중요하고 오래 남는다(FESL1-29).

수업나눔을 통해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숲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이야기하며 통합하고 수정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숲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수
업나눔의 큰 장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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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교육 수업나눔을 공유, 갈등, 통합으로 구분한 것은 순차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숲교
육 수업나눔 1회와 2회에서는 공유되는 부분이 많았다면, 이러한 공유를 바탕으로 갈등은 2회
와 3회에서 드러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은 수업나눔 1회차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고 통합되는 것은 3회와 4회에서 드러난 것을 발견했다. 숲교육 
수업나눔의 양상을 공유, 갈등, 통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순차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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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통점은 세 숲선

생님이 보인 모습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차이점은 다른 숲선생님과는 다
르게 한 명의 숲선생님이 가진 독특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이점으로 이해하였다. 

1) 공통점
세 숲선생님과 함께 했던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발견한 세 숲선생님 수업의 공통점은 크

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 강하다는 것,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 감각을 활용하는 것, 대상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것이다.

세 숲선생님이 보인 공통점의 첫째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박현수 숲선생님
은 10초가 안 되는 짧은 시간 한 아이와 4가지 소통을 시도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머리위에 
모자를 올리는 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처음에는 그냥 모자를 내리고 두 번째는 “하지 말
라니까~”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눈으로 쳐다보고, 네 번째는 손을 잡고 힘을 주는 것이다. 한 
아이와 짧은 시간동안 4가지 방식으로 소통하는 박현수 숲선생님은 그만큼 비언어커뮤니케이
션에 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은영 숲선생님도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눈빛으로 하는 의사소
통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숲속빙고 프로그램에서 서양
등골나물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 아이가 조한나 숲선생님이 들고 있는 서양등골나물을 가져가
려고 했다. 다른 숲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러지마”, “만지지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러나 조한나 숲선생님은 말하지 않고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서양등골나물
에서 손이 떨어지도록 부드럽게 아래로 잡아 내렸다. 그러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한
나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고, 아이는 수업을 방해하는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다. 세 명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은 숲교육에서 다양하게 드러났다. 

박진영(2012)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특징 중 강사-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쌍방향적 상호작
용 즉, 즐거움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쌍교통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
면 강사-학습자의 관계에서 쌍교통과 즐거움이 중요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쌍교통과 즐거움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렵고, 소통을 돕는 방법으로서 숲교육에서 드러난 것은 비언어커뮤니케
이션(nonvorbal communication)이었다.

빅토리아는 교육상황에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의미를 7가지로 정리하였다(Victoria, 
1971). 

① 열성적임/공개적으로 지지함 : 
    학생이나 사례에 대하여 비상한 열성, 온정성, 장려성, 혹은 정서적인 지지를 보임
② 수용적임/지원적임 :
   관심, 인내, 경청하려는 용의성을 보임. 표현된 느낌, 필요, 혹은 문제들을 수락함을 뜻하는 방식으로 

학생이나 사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
③ 명료화함/지도성을 보임 : 
   문제를 명료화시키고 가다듬으며 방향제시와 지도를 해줌.
④ 중립적임 : 
   지지적이거나 비지지적인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음
⑤ 회피/불안정 : 
   학생이나 사태에 회피, 불안정, 비민감성, 조급성, 무지, 혹은 방해를 보임.
⑥ 무관심, 선입견, 흥미부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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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나 사태에 관하여 개입할 용의성을 보이지 않음.
⑦ 불인정 :
   학생이나 사태에 관하여 불인정, 불만, 비방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이러한 구분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숲선생님이 참가자에게 자연물을 건네는 단순한 
행동에도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녹아있다. 말없이 자연물을 아이에게 건네면 무엇인가 재미있
는 것이 있으니 살펴보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숲교육 중에 수업에서 사용되는 
서양등골나물을 가져가고 싶은 아이의 손을 잡아 조용히 아래로 내리는 것은 아이에게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료한 태도를 보였지만, 한편으로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 수용하는 태도로 
이해되었다.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서 참가자를 거절하는 방식의 태도가 나타날 경우, 이런 태도에서 참
가자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숲교육에 참가한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숲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떠드는 아이 나와!’라고 말하며 눈살을 찌푸리
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숲선생님의 언어와 혹은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서 이미 참가자는 
존중받기보다 거절되는 태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숲선생님의 작아진 목소리와 적은 말수로 인해 교육상황에서 ‘빈영역’이 드러
난다. 이 빈영역에 대하여 숲선생님은 관찰과 기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빈영역은 아이
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 교사가 그 시간과 공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가 그 시간과 공간을 채워갈 수 있음이 ‘빈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어렵다. 기다림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동안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림에 대하여 다르게 이해해
보면 기다리는 시간동안 나의 관점을 넘어 상대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내 기준
에서 생각하고 말하던 것이 아이(참가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들리고 읽힐 수 있는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다. 숲교육에서 ‘기다림’은 그런 의미를 담
고 있다.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너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
는 것’, 그리고 ‘너는 존중받을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의 표현이 ‘기다림’이다. 

선생님역할과 훈련을 고민했던 토마스 고든은 적극적(반영적) 경청은 참가자의 말과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Gordon, 1974)이라고 했다. 그것은 “…라고 말하는거
죠?”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의 생
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의 말로 바꾸어 말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를 돌려주며, 말한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Gootman(2001)이 전해주는 반영적 경청을 위한 조
언이 있다.  

① 관심을 보여주어라. 학생들이 말할 때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라.
② 끝까지 들어라.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려라
③ 학생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을 구분하라. 감정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여 대응하라
④ 비언어적 단서를 찾아라. 신체적 언어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⑤ 학생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은 것을 재진술함으로써 메지시와 감정을 해석하

려고 시도하라.
⑥ 학생의 감정에 대해 논쟁하지 마라. 학생의 감정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느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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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통점은 세 숲선

생님이 보인 모습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차이점은 다른 숲선생님과는 다
르게 한 명의 숲선생님이 가진 독특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이점으로 이해하였다. 

1) 공통점
세 숲선생님과 함께 했던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발견한 세 숲선생님 수업의 공통점은 크

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 강하다는 것,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 감각을 활용하는 것, 대상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것이다.

세 숲선생님이 보인 공통점의 첫째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박현수 숲선생님
은 10초가 안 되는 짧은 시간 한 아이와 4가지 소통을 시도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머리위에 
모자를 올리는 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처음에는 그냥 모자를 내리고 두 번째는 “하지 말
라니까~”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눈으로 쳐다보고, 네 번째는 손을 잡고 힘을 주는 것이다. 한 
아이와 짧은 시간동안 4가지 방식으로 소통하는 박현수 숲선생님은 그만큼 비언어커뮤니케이
션에 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은영 숲선생님도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눈빛으로 하는 의사소
통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숲속빙고 프로그램에서 서양
등골나물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 아이가 조한나 숲선생님이 들고 있는 서양등골나물을 가져가
려고 했다. 다른 숲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러지마”, “만지지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러나 조한나 숲선생님은 말하지 않고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서양등골나물
에서 손이 떨어지도록 부드럽게 아래로 잡아 내렸다. 그러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한
나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고, 아이는 수업을 방해하는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다. 세 명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은 숲교육에서 다양하게 드러났다. 

박진영(2012)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특징 중 강사-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쌍방향적 상호작
용 즉, 즐거움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쌍교통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
면 강사-학습자의 관계에서 쌍교통과 즐거움이 중요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쌍교통과 즐거움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렵고, 소통을 돕는 방법으로서 숲교육에서 드러난 것은 비언어커뮤니케
이션(nonvorbal communication)이었다.

빅토리아는 교육상황에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의미를 7가지로 정리하였다(Victoria, 
1971). 

① 열성적임/공개적으로 지지함 : 
    학생이나 사례에 대하여 비상한 열성, 온정성, 장려성, 혹은 정서적인 지지를 보임
② 수용적임/지원적임 :
   관심, 인내, 경청하려는 용의성을 보임. 표현된 느낌, 필요, 혹은 문제들을 수락함을 뜻하는 방식으로 

학생이나 사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
③ 명료화함/지도성을 보임 : 
   문제를 명료화시키고 가다듬으며 방향제시와 지도를 해줌.
④ 중립적임 : 
   지지적이거나 비지지적인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음
⑤ 회피/불안정 : 
   학생이나 사태에 회피, 불안정, 비민감성, 조급성, 무지, 혹은 방해를 보임.
⑥ 무관심, 선입견, 흥미부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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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나 사태에 관하여 개입할 용의성을 보이지 않음.
⑦ 불인정 :
   학생이나 사태에 관하여 불인정, 불만, 비방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이러한 구분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숲선생님이 참가자에게 자연물을 건네는 단순한 
행동에도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녹아있다. 말없이 자연물을 아이에게 건네면 무엇인가 재미있
는 것이 있으니 살펴보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숲교육 중에 수업에서 사용되는 
서양등골나물을 가져가고 싶은 아이의 손을 잡아 조용히 아래로 내리는 것은 아이에게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료한 태도를 보였지만, 한편으로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 수용하는 태도로 
이해되었다.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서 참가자를 거절하는 방식의 태도가 나타날 경우, 이런 태도에서 참
가자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숲교육에 참가한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숲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떠드는 아이 나와!’라고 말하며 눈살을 찌푸리
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숲선생님의 언어와 혹은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서 이미 참가자는 
존중받기보다 거절되는 태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숲선생님의 작아진 목소리와 적은 말수로 인해 교육상황에서 ‘빈영역’이 드러
난다. 이 빈영역에 대하여 숲선생님은 관찰과 기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빈영역은 아이
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 교사가 그 시간과 공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가 그 시간과 공간을 채워갈 수 있음이 ‘빈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어렵다. 기다림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동안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림에 대하여 다르게 이해해
보면 기다리는 시간동안 나의 관점을 넘어 상대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내 기준
에서 생각하고 말하던 것이 아이(참가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들리고 읽힐 수 있는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다. 숲교육에서 ‘기다림’은 그런 의미를 담
고 있다.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너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
는 것’, 그리고 ‘너는 존중받을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의 표현이 ‘기다림’이다. 

선생님역할과 훈련을 고민했던 토마스 고든은 적극적(반영적) 경청은 참가자의 말과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Gordon, 1974)이라고 했다. 그것은 “…라고 말하는거
죠?”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의 생
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의 말로 바꾸어 말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를 돌려주며, 말한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Gootman(2001)이 전해주는 반영적 경청을 위한 조
언이 있다.  

① 관심을 보여주어라. 학생들이 말할 때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라.
② 끝까지 들어라.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려라
③ 학생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을 구분하라. 감정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여 대응하라
④ 비언어적 단서를 찾아라. 신체적 언어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⑤ 학생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은 것을 재진술함으로써 메지시와 감정을 해석하

려고 시도하라.
⑥ 학생의 감정에 대해 논쟁하지 마라. 학생의 감정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느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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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트만(2011)이 말한 조언에서 숲선생님이 참가자의 생각을 해석하려하지 말고 참가자가 원
하는대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 수업사례를 분석한 박진영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특징으로 ‘표
현과 소통’, ‘창의성’, ‘수업이 곧 치유의 과정’, ‘자율과 방임사이’에 대한 특징을 고찰한 바 
있다. 숲교육이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같지는 않지만, 숲교육에 비춰보면 숲교육에서 ‘비언어커
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박진영, 2012).

세 숲선생님의 두 번째 공통점은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박현수 숲선생님이 놀이를 
할 때도, 사방치기나 솔방울 하키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졌다. 이은영 숲선생
님의 놀이에서도 열매전달놀이 등의 다른 활동 전반에서 아이들은 모두 동일한 기회를 가졌
다. 모두 같은 열매를 한 번씩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이 마지
막 아이가 마지막 계단을 밟을 때까지 했던 가위바위보에서 아이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졌으
며, 흙냄새를 맡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흙냄새를 맡고 숲길을 맨발로 걷
는 활동에서도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다섯 가지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다. 세 수업에서 감각이 골고루 사용되었
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감각은 숲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되었다. 박현
수 숲선생님은 자기나무를 관찰하며 아이들이 열매를 맛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는 경험을 했
고, 딱따구리 피리 만드는 과정에서 시각과 청각이 사용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도 수업 시작
하고 50분이 되지 않아 다섯 가지 감각이 모두 사용되었다. 산수유 열매를 맛보는 것(미각), 
새 피리 만들기(청각), 박주가리 열매의 솜털 느끼기(촉각), 단풍나무 씨앗 날리기(시각, 촉각), 
모과나무 열매 냄새 맡기(후각)에서 골고루 감각이 사용되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흙냄새 맡
기(후각), 나뭇잎 스테인 글라스 활동(시각, 청각), 애벌레 되어보기, 맨 발로 숲길 걷기(촉각), 
산초나무 잎 맛보기(미각)의 활동이 이뤄졌다. 숲길에 있던 산초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먹어보
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숲길에서 있었던 작은 안내였지만, 아이들은 모두 맛을 보았고 그 
맛에 대하여 각각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참가자 대상에 대해 민감한 것이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튀는 아이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찾아서 숲교육 안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었다. 숲선생님은 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숲교육 활동에서, 아이가 버스에
서 내리는데 모습을 보니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였고, 그래서 그 아이 이
름을 외워서 계속 부르기를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처음에는 좀 두드러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었지만, 숲선생님이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두르러지는 활동을 하기보다 숲교육 활동 안으로 
이끌어서 그날 오전 수업과 식사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오후 수업까지 무난하게 아이가 참여하
고 돌아갔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뒤처지는 아이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예를 들어 곤충이나 풀 등)이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관심을 “당겨주는”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활동을 
늦게 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아이라고 이해될 경우,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마
지막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를 찾아내서 
아이가 숲교육 안에서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애쓰고 있었다. 

세 숲선생님은 공통점으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 강한 것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 다섯 
가지 감각을 사용한다는 것, 대상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 나눔에 함께 하기를 선택한 세 숲선생님은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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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있다. 숲선생님은 숲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숲의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익숙한데, 이 변
화를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적 소재와 교육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 

이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세 숲선생님의 공통점을 다시 정리하면 숲선생님은 
생명감각을 갖고 의식으로 깨어있어, 숲교육에서 매개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아주 사소
한 것에서 참가자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체험을 설계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나아짐과 
성장(자기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2) 차이점
각 숲선생님이 가진 차이점은 그 숲선생님이 가진 독특함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특

징46)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박현수 선생님은 숲교육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고 숲에서의 기본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에게 있어 숲에서 긴팔, 긴바지, 운동화, 물을 준비하는 것은 숲을 
편안하게 만나기 위한 기초사항으로 이해되었고, 여름에도 긴팔과 긴바지, 운동화를 신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현수 숲
선생님은 숲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질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숲선생님의 질서가 아이들의 
질서와 같을 때가 있었고, 숲선생님의 질서가 아이들의 질서와 다를 때도 있었다. 남성 숲선
생님이 남성의 에너지로 숲교육을 하는 것이 많은 경우 여성 숲선생님과 숲을 만날 때와는 다
른 모습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충분한 준비로 자연을 다채롭게 경험하게 해 주는 것을 위해 오감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특징은 오감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
각과 이성이 함께 가는 마치 중층구조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중층구조란 이홍우(2001)가 
교과와 실재에 대한 내용을 탐색하며 마치 과학교과내용을 배우면 그 안에 내제된 과학의 질
서가 함께 교육되는 것을 표현한 방식이다. 이홍우는 그렇게 교과를 배운다는 것이 교과안에 
내제된 질서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중층구조로 표현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의 
교육이 여러 순간 감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이성이 함께 가는 것을 중층구조로 이해
해 볼 수 있었다. 산수유 열매를 먹으면서 “산수유야”, 박주가리 열매를 만지면서 “박주가리
야” 라는 것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은영 숲선생님의 숲교육에서는 마치 이
성과 감각이 함께 가는 중층구조의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높은 톤의 목소
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
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자기화답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교육은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
를 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나뭇잎 가위바위보 게임을 계단에서 할 때 보통은 많은 경우 중간
까지 올라온 아이들은 ‘워~~’ 하는 함성과 함께 중간에 게임을 멈추고 우르르 올라오기도 한
다. 그런데 조한나 숲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아니야, 다시 하는거야”라고 이야
기함으로 마지막 아이가 마지막 계단을 밟을 때까지 시종일관 가위바위보를 지속한 것이다. 
그럴 때 마지막 아이는 자신이 가위바위보를 잘 하지 못해도 끝까지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된
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숲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참가자가 몸으
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찾아오든 그건 그 아이의 몫

46) 특징(特徵)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민중서림편집국[편], 2006)으로 이 연구에서는 
차이점이 가진 독특한 부분을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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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트만(2011)이 말한 조언에서 숲선생님이 참가자의 생각을 해석하려하지 말고 참가자가 원
하는대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 수업사례를 분석한 박진영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특징으로 ‘표
현과 소통’, ‘창의성’, ‘수업이 곧 치유의 과정’, ‘자율과 방임사이’에 대한 특징을 고찰한 바 
있다. 숲교육이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같지는 않지만, 숲교육에 비춰보면 숲교육에서 ‘비언어커
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박진영, 2012).

세 숲선생님의 두 번째 공통점은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박현수 숲선생님이 놀이를 
할 때도, 사방치기나 솔방울 하키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졌다. 이은영 숲선생
님의 놀이에서도 열매전달놀이 등의 다른 활동 전반에서 아이들은 모두 동일한 기회를 가졌
다. 모두 같은 열매를 한 번씩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이 마지
막 아이가 마지막 계단을 밟을 때까지 했던 가위바위보에서 아이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졌으
며, 흙냄새를 맡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흙냄새를 맡고 숲길을 맨발로 걷
는 활동에서도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다섯 가지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다. 세 수업에서 감각이 골고루 사용되었
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감각은 숲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되었다. 박현
수 숲선생님은 자기나무를 관찰하며 아이들이 열매를 맛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는 경험을 했
고, 딱따구리 피리 만드는 과정에서 시각과 청각이 사용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도 수업 시작
하고 50분이 되지 않아 다섯 가지 감각이 모두 사용되었다. 산수유 열매를 맛보는 것(미각), 
새 피리 만들기(청각), 박주가리 열매의 솜털 느끼기(촉각), 단풍나무 씨앗 날리기(시각, 촉각), 
모과나무 열매 냄새 맡기(후각)에서 골고루 감각이 사용되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흙냄새 맡
기(후각), 나뭇잎 스테인 글라스 활동(시각, 청각), 애벌레 되어보기, 맨 발로 숲길 걷기(촉각), 
산초나무 잎 맛보기(미각)의 활동이 이뤄졌다. 숲길에 있던 산초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먹어보
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숲길에서 있었던 작은 안내였지만, 아이들은 모두 맛을 보았고 그 
맛에 대하여 각각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참가자 대상에 대해 민감한 것이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튀는 아이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찾아서 숲교육 안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었다. 숲선생님은 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숲교육 활동에서, 아이가 버스에
서 내리는데 모습을 보니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였고, 그래서 그 아이 이
름을 외워서 계속 부르기를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처음에는 좀 두드러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었지만, 숲선생님이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두르러지는 활동을 하기보다 숲교육 활동 안으로 
이끌어서 그날 오전 수업과 식사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오후 수업까지 무난하게 아이가 참여하
고 돌아갔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뒤처지는 아이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예를 들어 곤충이나 풀 등)이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관심을 “당겨주는”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활동을 
늦게 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아이라고 이해될 경우,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마
지막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를 찾아내서 
아이가 숲교육 안에서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애쓰고 있었다. 

세 숲선생님은 공통점으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에 강한 것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 다섯 
가지 감각을 사용한다는 것, 대상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 나눔에 함께 하기를 선택한 세 숲선생님은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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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있다. 숲선생님은 숲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숲의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익숙한데, 이 변
화를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적 소재와 교육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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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여러 순간 감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이성이 함께 가는 것을 중층구조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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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감각이 함께 가는 중층구조의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높은 톤의 목소
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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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나뭇잎 가위바위보 게임을 계단에서 할 때 보통은 많은 경우 중간
까지 올라온 아이들은 ‘워~~’ 하는 함성과 함께 중간에 게임을 멈추고 우르르 올라오기도 한
다. 그런데 조한나 숲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아니야, 다시 하는거야”라고 이야
기함으로 마지막 아이가 마지막 계단을 밟을 때까지 시종일관 가위바위보를 지속한 것이다. 
그럴 때 마지막 아이는 자신이 가위바위보를 잘 하지 못해도 끝까지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된
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숲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참가자가 몸으
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찾아오든 그건 그 아이의 몫

46) 특징(特徵)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민중서림편집국[편], 2006)으로 이 연구에서는 
차이점이 가진 독특한 부분을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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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학습의 ‘책임’이 학습자에게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났
다. 심지어 조한나 숲선생님은 참가자에게 준비물을 준비하기를 요청했다. 다른 숲교육에서는 
숲선생님이 모든 준비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한나 숲선생님은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유팩, 종이, 펜, 풀, 테이프, 견출지(이름 적어 옷에 붙이기 위해), 뒤에 
대고 오릴 수 있는 두꺼운 종이 등을 준비하기를 요청했다. 참가자에게 준비물을 준비시키는 
숲교육의 모습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분명 참가자에게 역할을 나누어줌으로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숲선생님이 비상사태를 대비하
여 모든 준비물을 챙겨오기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으로 숲선생님이 혼자 모든 숲교육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숲교육에 있어 
참가자의 학습은 참가자의 몫이라는 의도가 드러났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들이 안전해야
하지만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세 숲선생
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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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이은영 조한나

공
통
점

비 언 어
커 뮤 니
케이션

· 장난하는 한 아이와 
4가지 방식으로 소통

· 아이의 눈을 바라보
고 눈빛으로 이야기하
는   등의 의사소통을 
활용

· 아이의 손을 잡고 아
래로 내림
아이가 와서 선생님의 
손을 먼저 잡음

평 등 한 
기회

· 모든 아이들에게 동
등한   놀이 기회

·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마지막 아이가 마지
막 계단을 밟을 때까지

오 감 을 
활용

· 몸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에서 감각 사용

· 먹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보는 감각
을 다채롭게 활용

· 흙냄새, 맨발로 땅밟
기(촉감)-잠자는 감각
을   깨우기.

대 상 에 
대 한 
민감성

· 튀는 아이에 대해 민
감

· 소란스럽고 산만한 
아이를 끌어오고자   
노력

· 아이를 존중, 신뢰

차
이
점

몸-
머리-
가슴

· 아이들은 숲에서 무
엇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선호
· 숲에 갈 때 기본사항
을 중요하게 여김

· 몸과 머리에 중심
· 충분한 준비로 다채
로운   자연을 경험하
게 해주는   것. 오감
교육

· 몸-머리-가슴의 통합
적인 접근
· 아이들이 몸으로 직
접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음

상 호 작
용 

· 남성 숲선생님의 에
너지로 아이들과 활발
한 상호작용(만들기보
다 나무에 매달리기를 
선호)

· 높은 목소리 톤, 단
소통적인 상호작용

· 적은 말수, 작은 목
소리
· 아이들과 간단하고 
작은 끊임없는   상호
작용

특징 · 질서를 중요하게 여
김

· 감성(감각)과 이성(인
지)의 중층구조

· 숲선생님의 역할은 
안내하는 것
· 모험(도전)>안전

<표 18> 세 숲선생님 수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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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선생님의 자기 돌아봄
숲선생님은 수업나눔에 참가하면서 ‘아픈 만큼 커보자’는 마음으로 참석하였다고 했다. 수업

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 아픔이 될 것을 짐작하면서도 참석하기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런 마음은 ‘두려움’으로도 표현되었다. 숲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고 싶지만 볼 
기회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보는 과정이 ‘내려놓는’ 과정이며,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박현수: 내심 두 프로님들 앞에서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일까? 걱정을 좀 했어요? 내가 꼭 이걸 하러 
와야 할까? 어느 기회이던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맞아보고 아픈 만큼 커보자 그러고 왔는
데, 생각보다 상당히 편안하네.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대해 주시니까. 

조한나: 어려움을 아니까. (다른 사람이) 처음 보면 어떻게 저걸 하나 그럴 거예요. 안 그래?
이은영: 숲해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나, 저 자신이 의심스러워서 멈춰 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수업을 보고 싶지만, 볼 기회가 없기도 하고
조한나: 보기가 어려워.
이은영: 제가 선생님 수업을 보니까 저 수업보기도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온 

마음으로 선생님들이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조한나: 내려 놓는거지. 
이은영: 느끼게 되네요.

‘목욕탕에 온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미
에서 숲선생님은 자신의 삶에 용기를 가진 분으로 이해되었다. 수업에 대해 자신이 드러날 것
을 준비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심정은 마치 영화에서 장면을 찍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영화
배우의 마음처럼 프로정신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수업나눔에 참석한 숲선생님은 자기를 내려
놓으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이해는 자신의 성장
과 타인의 성장까지 함께 이끌 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숲선생님
을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이해한다. 

세 숲선생님의 수업나눔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세 숲선생님
이 생각하는 숲교육의 모습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세가지 질문을 갖고 숲선생
님의 숲교육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수업나눔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한 것이고, 세 번
째는 수업나눔을 통해 공동의 이해로 이해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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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
세 숲선생님이 수업나눔에서 숲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숲교육의 

삼각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숲교육의 삼각형에 숲, 참가자(아이), 숲선생님을 위치시키고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살펴보며 이해하고자 하였다. 숲교육 수업나눔의 전사록에서 각 숲선
생님이 생각하는 ‘숲이란 무엇인가?’, ‘참가자는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가?’, ‘숲선생님의 역할
은 무엇인가’의 질문을 갖고 전사록을 살펴 각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의 모습을 찾고 구
조화하고자 하였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숲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하여 숲교육 
대화나눔에서 드러나지는 않았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교육에서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경험하
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FESL1-27)”고 생각했다. 그리고 숲교육은 흘려 듣더라도 “여러 
번 들으면 남는 것이 있다(FESL4-153)”고 했다. 이것은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흘러
내리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었다. 숲교육에서 숲선생님은 아이
들과 함께 “놀고,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FESL2-302)”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에
게 여유를 갖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숲선생님은 숲교육에서 “심어주는 역할
(FESL1-20)”을 하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러한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씨앗형 숲교육
으로 짐작되었으며 삼각형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숲교육

숲

참가자 숲선생님

심어주기
흘려 듣더라도 여러 번,
몸으로 경험하고, 움직이기

능동적으로 참여
전체가 한 번에 집중하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놀기, 즐기기
심어주고 싶어, 여유 갖고

<그림 21> 박현수의 숲교육 = 씨앗형 숲교육 

이은영 숲선생님은 수업나눔에서 “숲이라는 공간이 그 자체로 좋다”(FESL3-99, FESL 
3-106)고 했다. “숲에 가면 마음이 저절로 느긋해지고 열린다는 것(FESL4-220)”이다. 교육은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켜서 하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기는 것(FESL1-114)”으로 보인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행복하지는 않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숲교육에 채워 넣기를 한다(FESL3-377)”고 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에게 숲교육은 
“스스로 행복한 순간이며,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고, 아이들을 땡겨주는47)

(FESL1-18, FESL1-43)” 기회였다. 숲선생님의 역할은 “자유분방하게 놀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심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려주어야 한다(FESL1-19)”고 했다. 이러
한 이은영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은 줄다리기형 숲교육으로 짐작되었으며 그림으로 그리
면 아래와 같다(그림 21).

47) “땡겨주는”은 숲선생님의 맥락과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사용하였으며 표준어로는 ‘당겨주는’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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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선생님의 자기 돌아봄
숲선생님은 수업나눔에 참가하면서 ‘아픈 만큼 커보자’는 마음으로 참석하였다고 했다. 수업

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 아픔이 될 것을 짐작하면서도 참석하기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런 마음은 ‘두려움’으로도 표현되었다. 숲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고 싶지만 볼 
기회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보는 과정이 ‘내려놓는’ 과정이며,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박현수: 내심 두 프로님들 앞에서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일까? 걱정을 좀 했어요? 내가 꼭 이걸 하러 
와야 할까? 어느 기회이던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맞아보고 아픈 만큼 커보자 그러고 왔는
데, 생각보다 상당히 편안하네.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대해 주시니까. 

조한나: 어려움을 아니까. (다른 사람이) 처음 보면 어떻게 저걸 하나 그럴 거예요. 안 그래?
이은영: 숲해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나, 저 자신이 의심스러워서 멈춰 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수업을 보고 싶지만, 볼 기회가 없기도 하고
조한나: 보기가 어려워.
이은영: 제가 선생님 수업을 보니까 저 수업보기도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온 

마음으로 선생님들이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조한나: 내려 놓는거지. 
이은영: 느끼게 되네요.

‘목욕탕에 온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미
에서 숲선생님은 자신의 삶에 용기를 가진 분으로 이해되었다. 수업에 대해 자신이 드러날 것
을 준비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심정은 마치 영화에서 장면을 찍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영화
배우의 마음처럼 프로정신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수업나눔에 참석한 숲선생님은 자기를 내려
놓으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이해는 자신의 성장
과 타인의 성장까지 함께 이끌 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숲선생님
을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이해한다. 

세 숲선생님의 수업나눔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세 숲선생님
이 생각하는 숲교육의 모습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세가지 질문을 갖고 숲선생
님의 숲교육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수업나눔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한 것이고, 세 번
째는 수업나눔을 통해 공동의 이해로 이해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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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
세 숲선생님이 수업나눔에서 숲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숲교육의 

삼각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숲교육의 삼각형에 숲, 참가자(아이), 숲선생님을 위치시키고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살펴보며 이해하고자 하였다. 숲교육 수업나눔의 전사록에서 각 숲선
생님이 생각하는 ‘숲이란 무엇인가?’, ‘참가자는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가?’, ‘숲선생님의 역할
은 무엇인가’의 질문을 갖고 전사록을 살펴 각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의 모습을 찾고 구
조화하고자 하였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숲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하여 숲교육 
대화나눔에서 드러나지는 않았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교육에서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경험하
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FESL1-27)”고 생각했다. 그리고 숲교육은 흘려 듣더라도 “여러 
번 들으면 남는 것이 있다(FESL4-153)”고 했다. 이것은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흘러
내리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었다. 숲교육에서 숲선생님은 아이
들과 함께 “놀고,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FESL2-302)”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에
게 여유를 갖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숲선생님은 숲교육에서 “심어주는 역할
(FESL1-20)”을 하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러한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씨앗형 숲교육
으로 짐작되었으며 삼각형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숲교육

숲

참가자 숲선생님

심어주기
흘려 듣더라도 여러 번,
몸으로 경험하고, 움직이기

능동적으로 참여
전체가 한 번에 집중하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놀기, 즐기기
심어주고 싶어, 여유 갖고

<그림 21> 박현수의 숲교육 = 씨앗형 숲교육 

이은영 숲선생님은 수업나눔에서 “숲이라는 공간이 그 자체로 좋다”(FESL3-99, FESL 
3-106)고 했다. “숲에 가면 마음이 저절로 느긋해지고 열린다는 것(FESL4-220)”이다. 교육은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켜서 하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기는 것(FESL1-114)”으로 보인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행복하지는 않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숲교육에 채워 넣기를 한다(FESL3-377)”고 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에게 숲교육은 
“스스로 행복한 순간이며,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고, 아이들을 땡겨주는47)

(FESL1-18, FESL1-43)” 기회였다. 숲선생님의 역할은 “자유분방하게 놀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심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려주어야 한다(FESL1-19)”고 했다. 이러
한 이은영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은 줄다리기형 숲교육으로 짐작되었으며 그림으로 그리
면 아래와 같다(그림 21).

47) “땡겨주는”은 숲선생님의 맥락과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사용하였으며 표준어로는 ‘당겨주는’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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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

숲

참가자 숲선생님

당겨오기

경험하기, 체험하기
오늘의 활동 기록하기
다섯 글자로 소감말하기

아이들과 함께 놀기, 즐기기
감동을 주고 심어주기, 

건드려주어야 함

숲 자체가 너무 놓아.
마음이 저절로 느긋해지고 열림

행복하기
경험하기
발산의 기회

<그림 22> 이은영의 숲교육 = 줄다리기형 숲교육 

조한나 숲선생님은 숲교육 대화나눔에서 숲의 특징을 이야기했다. 숲에는 “변화가 그대로 
있다(존재한다)는 것(FESL2-156)”이다. 숲은 “단순하고(FESL3-339), 치장하지 않으며
(FESL3-344), 평화를 간직하고 있다(FESL4-295)”고 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에게 숲교육은 
“기회를 주는 일(FESL1-95)”이고, “교육에서 기록이 중요하다(FESL1-67)”고 했다. 조한나 숲
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는 것(FESL4-340)”이며, 기획된 프
로그램과 발생적인 프로그램 사이를 “겸해야 하는 일(FESL4-275)”이었다. 그리고 숲교육은 
“감성으로 다가가는 훈련(FESL4-405)”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숲선생님의 역할을 “안내하는 사람(FESL4-94)”으로 생각했다. “숲을 아는 것이 
여유가 되었고(FESL4-385)”, 이러한 여유는 참가자와 숲교육의 역할을 나눌 수 있게 한 것으
로 보인다.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참가자는 “스스로 발견해야 하며(FESL4-94), 체험해야
(FESL1-93)”한다. 숲교육을 “준비해야 하고(FESL4-38)”, “자신의 소감이나 놀아본 느낌 등을 
이야기하기(FESL4-110)”를 기대한다. 그래서 참가자가 “숲교육에 올 때의 표정과 갈 때의 표
정이 변하였으면 숲선생님은 숲교육을 잘했다(FESL3-345)”고 스스로 이해했다. 이러한 조한
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안내자형 숲교육으로 짐작되었으며 삼각형의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그림 22).

숲교육

숲

참가자 숲선생님

안내하기

스스로 발견하도록
스스로 경험하고 만들도록
소감, 놀아본 느낌을 이야기

안내하는 사람
숲을 아는 것이 여유, 

삶에 여유를 줌

숲은 항상 변화
단순하다. 치장하지 않는다. 인위적이지 않다.
평화롭다.

들어가고

나옴
안내하기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남,
우연과 필연을 겸해야죠,
감성으로 다가가는 훈련

기회
기록

<그림 23> 조한나의 숲교육 = 안내자형 숲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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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의 숲교육은 씨앗형 숲교육으로, 이은영의 숲교육은 줄다리기형 숲교육으로, 조한나
의 숲교육은 안내자형 숲교육으로 각 숲교육의 특징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
해는 그동안 해온 숲교육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 주었으며, 각 숲교
육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는 의미를 갖는다.

2)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성찰)와 이해의 확장(학습)
숲교육 수업나눔을 하기 전에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숲교육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기 어려웠

다.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
인가에 비추어야 할 것이다. 거울을 보거나 물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수업나눔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동료 숲선생님의 수업에 자신의 숲교육을 비추
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숲선생님은 각자 자신의 숲교육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
박현수 숲선생님은 조물락거리는 것보다 나무에 매달려 있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좋

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 숲선생님이 만들기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남성의 숲교육은 여성의 숲교육
과는 다른 것으로 짐작하며 몸-머리-가슴 중에서는 몸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박
현수 숲선생님은 “스스로 목소리만 컸지 하는 것도 없었다”고 하며 앞으로는 말수를 적게, 목
소리를 작게하는 것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욕심(프로그램을 많이, 잘 진행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기가 프로그램에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했다. 
또한 이야기의 속도가 빠른 것과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불편할 것을 염려하
였다. “내가 자기화답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가방을 굉장히 많이 만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이해했다. 스스로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구나, 에너지가 많구나’라고 이해하였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작더라도 아이들이 지속적인 관찰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을 보면서 “나는 왜 항상 마무리가 안 되지?, 너무 심심하지 않나?”하
는 질문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숲교육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을 잘 보내야지”라는 내적 기준을 알 수 있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자기 이해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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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

숲

참가자 숲선생님

당겨오기

경험하기, 체험하기
오늘의 활동 기록하기
다섯 글자로 소감말하기

아이들과 함께 놀기, 즐기기
감동을 주고 심어주기, 

건드려주어야 함

숲 자체가 너무 놓아.
마음이 저절로 느긋해지고 열림

행복하기
경험하기
발산의 기회

<그림 22> 이은영의 숲교육 = 줄다리기형 숲교육 

조한나 숲선생님은 숲교육 대화나눔에서 숲의 특징을 이야기했다. 숲에는 “변화가 그대로 
있다(존재한다)는 것(FESL2-156)”이다. 숲은 “단순하고(FESL3-339), 치장하지 않으며
(FESL3-344), 평화를 간직하고 있다(FESL4-295)”고 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에게 숲교육은 
“기회를 주는 일(FESL1-95)”이고, “교육에서 기록이 중요하다(FESL1-67)”고 했다. 조한나 숲
선생님이 생각하는 숲교육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는 것(FESL4-340)”이며, 기획된 프
로그램과 발생적인 프로그램 사이를 “겸해야 하는 일(FESL4-275)”이었다. 그리고 숲교육은 
“감성으로 다가가는 훈련(FESL4-405)”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숲선생님의 역할을 “안내하는 사람(FESL4-94)”으로 생각했다. “숲을 아는 것이 
여유가 되었고(FESL4-385)”, 이러한 여유는 참가자와 숲교육의 역할을 나눌 수 있게 한 것으
로 보인다. 숲선생님이 생각하는 참가자는 “스스로 발견해야 하며(FESL4-94), 체험해야
(FESL1-93)”한다. 숲교육을 “준비해야 하고(FESL4-38)”, “자신의 소감이나 놀아본 느낌 등을 
이야기하기(FESL4-110)”를 기대한다. 그래서 참가자가 “숲교육에 올 때의 표정과 갈 때의 표
정이 변하였으면 숲선생님은 숲교육을 잘했다(FESL3-345)”고 스스로 이해했다. 이러한 조한
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안내자형 숲교육으로 짐작되었으며 삼각형의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그림 22).

숲교육

숲

참가자 숲선생님

안내하기

스스로 발견하도록
스스로 경험하고 만들도록
소감, 놀아본 느낌을 이야기

안내하는 사람
숲을 아는 것이 여유, 

삶에 여유를 줌

숲은 항상 변화
단순하다. 치장하지 않는다. 인위적이지 않다.
평화롭다.

들어가고

나옴
안내하기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남,
우연과 필연을 겸해야죠,
감성으로 다가가는 훈련

기회
기록

<그림 23> 조한나의 숲교육 = 안내자형 숲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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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의 숲교육은 씨앗형 숲교육으로, 이은영의 숲교육은 줄다리기형 숲교육으로, 조한나
의 숲교육은 안내자형 숲교육으로 각 숲교육의 특징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
해는 그동안 해온 숲교육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 주었으며, 각 숲교
육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는 의미를 갖는다.

2)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성찰)와 이해의 확장(학습)
숲교육 수업나눔을 하기 전에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숲교육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기 어려웠

다.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
인가에 비추어야 할 것이다. 거울을 보거나 물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수업나눔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동료 숲선생님의 수업에 자신의 숲교육을 비추
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숲선생님은 각자 자신의 숲교육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
박현수 숲선생님은 조물락거리는 것보다 나무에 매달려 있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좋

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 숲선생님이 만들기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남성의 숲교육은 여성의 숲교육
과는 다른 것으로 짐작하며 몸-머리-가슴 중에서는 몸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박
현수 숲선생님은 “스스로 목소리만 컸지 하는 것도 없었다”고 하며 앞으로는 말수를 적게, 목
소리를 작게하는 것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욕심(프로그램을 많이, 잘 진행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기가 프로그램에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했다. 
또한 이야기의 속도가 빠른 것과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불편할 것을 염려하
였다. “내가 자기화답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가방을 굉장히 많이 만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이해했다. 스스로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구나, 에너지가 많구나’라고 이해하였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작더라도 아이들이 지속적인 관찰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을 보면서 “나는 왜 항상 마무리가 안 되지?, 너무 심심하지 않나?”하
는 질문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숲교육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을 잘 보내야지”라는 내적 기준을 알 수 있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자기 이해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11 -

박현수 이은영 조한나
프로그램

목표 학교숲 알기 학교숲 나무 알기 숲을 느끼기: 숲 전체를 
몸으로 받아들이기

숲교육 특징 숲선생님의 질서가 중요 준비를 철저하게 함 나는 안내하는 것까지만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스스로의 
성찰

(잘한 것과 
부족한 것)

· 컨트롤을 다시 해야지 안 
되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백 날 
해야. 나만 혼자 하는 사항이 돼 
버리니까(FESL 4-233).
·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 되는데, 
또 인원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아서 아이들 집중도가 떨어지고 
아이들 테이블에 앉아서 했어야 
빠르고. 시간이 좀 부족했네(FESL 
4-235)
· 나는 빠르구나, 인터발이 좀 
길어야 하는데, 그걸 못참고 
그때그때 던지는 거 이거 
아니다(FESL 4-271)
· 내 표정을 보니까 저건 아니야. 
내가 봐도 제로야(FESL 4-273).
· 자기 도약하기 위한 것도 있고, 
아이들에게 배려 해야하는 모습도 
나 스스로 볼 수 있었고, 
터무니없이 소리만 질렀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FESL 4-290)

· 발제를 간단명료하게 해야 
함
정적인 활동보다 동적인 
활동으로 구성
발산을 화끈하게 못 
도와줌(FESL 2-289)
·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FESL  
 FESL 2-298)
· 아이들하고 못 
즐겼어요(FESL   2-300)
· 여유 있게, 느긋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겠다(FESL 
2-324)
· 저 스스로 에너지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수업을 보니까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아니네요(FESL 
2-322).
·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게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FESL   4-279).

· 내 모습이 낯선 거 같아
· 너무 편하게 했나? 너무 
말하듯이 했나? 좀 더 강하게 
했어야 하나?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기는 했다(FESL 3-146)
· 너무 두서없이 하지 않았나?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왜 마무리가 
안되지?( FESL 3-150)
· 싱겁지 않아요?
· 나는 너무 진행이 느긋했나? 
어수선한 것 같아요(FESL 4-27).
· 너무 짜임새는 없다(FESL 
4-83).
· 나는 그게(주의집중, 통제) 안 
돼가지고 맨날 힘든거야. 솔직히 
말하자면(FESL 3-305)

자기
성찰의
결과

· 말을 좀 줄여야겠고, 줄인다는 
것 자체에는 내 몸가짐이 좀 
여유가 있어야겠고, 안정감이 
부족하다(FESL 4-271)
· 느긋해야 되겠다. 말수를 좀 
작게, 적게!

· 전달 메시지 와 닿게끔 던져 
줘야 할 것 같고 
느긋하게(FESL   2-316).
· 프로그램에도 너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욕심부리지 
말고 느긋하게(FESL 2-320).

· 내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라고 
생각(FESL 3-333)

<표 19>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자기성찰(관점2)

나. 세 숲선생님의 이해의 확장(학습)
숲교육 수업나눔을 하기 전에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숲교육 모습을 알기 어려웠다. 수업나눔

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자신의 숲교육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2차적으로 동료 숲선생님의 
숲교육 모습을 보고 숲교육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조한나 숲선생님을 보고 항상 웃고 찡그리는 것이 한 번 없고 부처님 가
운데 토막처럼 너무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강요를 한 번도 안하고도 수업이 되는 것을 보면
서, 자신은 말수를 적게, 목소리를 작게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보며 프로그램의 욕심을 버려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이해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박현수 숲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남성의 호흡으로 하는 숲교육을 보니
까 아이들이 남자다워지는 듯 이해되었는데, 숲교육에서 여성 숲선생님이 많아서 항상 친절한 
것보다, 그냥 터프하게 나가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고 이해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다른 숲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내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라고 이
해했다. 그리고 동료 숲선생님이 밀땅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것에, ‘대답도 내가 해’라는 
자기 화답의 부분을 알게 되었다. 다른 숲선생님에 비하여 에너지가 많아서 수업이 활기차서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발산을 화끈하게 못 도와주었다고’하며, ‘아이들이 조금 더 신나게 놀고 아이들과 함께 
놀았으면 좋았을 것(FESL2-290)’이라고 자기를 이해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열매전달놀이도 
릴레이식으로 해 보면 어땠을까?’하는 자기 이해를 하였다. 밀당을 안했다는 숲선생님의 조언
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산만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지 못한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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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할 게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스스로 “나는 왜 항상 마무리가 안 되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딱 걸렸다”고 하며 자신의 이해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숲교육을 보며 자신이 너
무 기운 없어 보이는 단점이 있다고 이해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조한나 숲선생님이 “말도 
별로 안 해도 (숲교육을) 다 했다”고 하며 엄지를 들어 올리며 ‘최고’의 의미를 전달했다. 숲
교육 대화나눔에서 동료 숲선생님의 성찰과 조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20). 

박현수 이은영 조한나

동료
숲선생님의
조언과 
피드백

·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어(FESL4-234)
· 내년에는 같이 즐기세요. 
즐겨야 되. 내 자신이 같이 
노는 기분을 가져야지 진정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FESL2-301)
· 아이들하고 남성이 남성의 
호흡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남자다워지는 것이 
좋음(FESL4-275)

· 밀땅을 안 하셨어
(FESL2-297)
· 선생님은 되게 활기차서 
좋은 것 
같아요(FESL4-278)
· 활기차니까 소리를 조금 
낮추면 듣기 좋을 것 
같아(FESL4-281).

· 항상 웃고 찡그리는 것이 한 
번 없어. 부처님 가운데 토막. 
너무 좋았고(FESL3-161)
· 선생님은 강요를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러고도 되잖아
(FESL4-90).

<표 20> 동료 숲선생님의 조언과 피드백

숲교육 대화나눔을 통해 동료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보고 자신의 숲교육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이해의 장으로 확장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숲교육에서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의 장을 만들고 그럼으로 상호주관성의 영역이 확인되기도 하였
다. 그래서 숲교육을 각자 진행하지만, 자신의 숲교육이 어떤 숲교육인지 자신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숲교육 수업나눔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자신의 숲교육 이해를 1차적인 이
해로, 동료 숲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확장된 이해를 2차적인 이해로 구분하여 그림을 그리면 
아래와 같다(그림 23).

박현수

이은영 조한나

말수를 적게, 목소리를 작게
프로그램 욕심을 버리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중요

나는 왜 항상 마무리가 안되지?
너무 심심하지 않았나?

지속적인 관찰일기쓰기가 중요

욕심을 버리고, 말이 빠르다
자기화답을 하고 있다.
가방을 많이 만진다. 
내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구나

만들기는 꼭 해요

호흡이 잘 맞다
남성의 숲교육

활기차다. 
아이들과 밀땅이 없다

선생님이 즐겨야 해

1차 자기 이해

2차 함께 이해

이로 인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말도 별로 안 해도 다 했다

몸짓으로 엄지를 들어 올림

<그림 24> 이해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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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이은영 조한나
프로그램

목표 학교숲 알기 학교숲 나무 알기 숲을 느끼기: 숲 전체를 
몸으로 받아들이기

숲교육 특징 숲선생님의 질서가 중요 준비를 철저하게 함 나는 안내하는 것까지만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스스로의 
성찰

(잘한 것과 
부족한 것)

· 컨트롤을 다시 해야지 안 
되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백 날 
해야. 나만 혼자 하는 사항이 돼 
버리니까(FESL 4-233).
·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 되는데, 
또 인원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아서 아이들 집중도가 떨어지고 
아이들 테이블에 앉아서 했어야 
빠르고. 시간이 좀 부족했네(FESL 
4-235)
· 나는 빠르구나, 인터발이 좀 
길어야 하는데, 그걸 못참고 
그때그때 던지는 거 이거 
아니다(FESL 4-271)
· 내 표정을 보니까 저건 아니야. 
내가 봐도 제로야(FESL 4-273).
· 자기 도약하기 위한 것도 있고, 
아이들에게 배려 해야하는 모습도 
나 스스로 볼 수 있었고, 
터무니없이 소리만 질렀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FESL 4-290)

· 발제를 간단명료하게 해야 
함
정적인 활동보다 동적인 
활동으로 구성
발산을 화끈하게 못 
도와줌(FESL 2-289)
·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FESL  
 FESL 2-298)
· 아이들하고 못 
즐겼어요(FESL   2-300)
· 여유 있게, 느긋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겠다(FESL 
2-324)
· 저 스스로 에너지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수업을 보니까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아니네요(FESL 
2-322).
·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게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FESL   4-279).

· 내 모습이 낯선 거 같아
· 너무 편하게 했나? 너무 
말하듯이 했나? 좀 더 강하게 
했어야 하나?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기는 했다(FESL 3-146)
· 너무 두서없이 하지 않았나?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왜 마무리가 
안되지?( FESL 3-150)
· 싱겁지 않아요?
· 나는 너무 진행이 느긋했나? 
어수선한 것 같아요(FESL 4-27).
· 너무 짜임새는 없다(FESL 
4-83).
· 나는 그게(주의집중, 통제) 안 
돼가지고 맨날 힘든거야. 솔직히 
말하자면(FESL 3-305)

자기
성찰의
결과

· 말을 좀 줄여야겠고, 줄인다는 
것 자체에는 내 몸가짐이 좀 
여유가 있어야겠고, 안정감이 
부족하다(FESL 4-271)
· 느긋해야 되겠다. 말수를 좀 
작게, 적게!

· 전달 메시지 와 닿게끔 던져 
줘야 할 것 같고 
느긋하게(FESL   2-316).
· 프로그램에도 너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욕심부리지 
말고 느긋하게(FESL 2-320).

· 내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라고 
생각(FESL 3-333)

<표 19>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자기성찰(관점2)

나. 세 숲선생님의 이해의 확장(학습)
숲교육 수업나눔을 하기 전에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숲교육 모습을 알기 어려웠다. 수업나눔

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자신의 숲교육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2차적으로 동료 숲선생님의 
숲교육 모습을 보고 숲교육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조한나 숲선생님을 보고 항상 웃고 찡그리는 것이 한 번 없고 부처님 가
운데 토막처럼 너무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강요를 한 번도 안하고도 수업이 되는 것을 보면
서, 자신은 말수를 적게, 목소리를 작게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보며 프로그램의 욕심을 버려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이해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박현수 숲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남성의 호흡으로 하는 숲교육을 보니
까 아이들이 남자다워지는 듯 이해되었는데, 숲교육에서 여성 숲선생님이 많아서 항상 친절한 
것보다, 그냥 터프하게 나가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고 이해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다른 숲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내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라고 이
해했다. 그리고 동료 숲선생님이 밀땅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것에, ‘대답도 내가 해’라는 
자기 화답의 부분을 알게 되었다. 다른 숲선생님에 비하여 에너지가 많아서 수업이 활기차서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발산을 화끈하게 못 도와주었다고’하며, ‘아이들이 조금 더 신나게 놀고 아이들과 함께 
놀았으면 좋았을 것(FESL2-290)’이라고 자기를 이해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열매전달놀이도 
릴레이식으로 해 보면 어땠을까?’하는 자기 이해를 하였다. 밀당을 안했다는 숲선생님의 조언
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산만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지 못한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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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할 게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스스로 “나는 왜 항상 마무리가 안 되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딱 걸렸다”고 하며 자신의 이해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숲교육을 보며 자신이 너
무 기운 없어 보이는 단점이 있다고 이해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조한나 숲선생님이 “말도 
별로 안 해도 (숲교육을) 다 했다”고 하며 엄지를 들어 올리며 ‘최고’의 의미를 전달했다. 숲
교육 대화나눔에서 동료 숲선생님의 성찰과 조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20). 

박현수 이은영 조한나

동료
숲선생님의
조언과 
피드백

·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어(FESL4-234)
· 내년에는 같이 즐기세요. 
즐겨야 되. 내 자신이 같이 
노는 기분을 가져야지 진정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FESL2-301)
· 아이들하고 남성이 남성의 
호흡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남자다워지는 것이 
좋음(FESL4-275)

· 밀땅을 안 하셨어
(FESL2-297)
· 선생님은 되게 활기차서 
좋은 것 
같아요(FESL4-278)
· 활기차니까 소리를 조금 
낮추면 듣기 좋을 것 
같아(FESL4-281).

· 항상 웃고 찡그리는 것이 한 
번 없어. 부처님 가운데 토막. 
너무 좋았고(FESL3-161)
· 선생님은 강요를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러고도 되잖아
(FESL4-90).

<표 20> 동료 숲선생님의 조언과 피드백

숲교육 대화나눔을 통해 동료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보고 자신의 숲교육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이해의 장으로 확장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숲교육에서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의 장을 만들고 그럼으로 상호주관성의 영역이 확인되기도 하였
다. 그래서 숲교육을 각자 진행하지만, 자신의 숲교육이 어떤 숲교육인지 자신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숲교육 수업나눔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자신의 숲교육 이해를 1차적인 이
해로, 동료 숲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확장된 이해를 2차적인 이해로 구분하여 그림을 그리면 
아래와 같다(그림 23).

박현수

이은영 조한나

말수를 적게, 목소리를 작게
프로그램 욕심을 버리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중요

나는 왜 항상 마무리가 안되지?
너무 심심하지 않았나?

지속적인 관찰일기쓰기가 중요

욕심을 버리고, 말이 빠르다
자기화답을 하고 있다.
가방을 많이 만진다. 
내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구나

만들기는 꼭 해요

호흡이 잘 맞다
남성의 숲교육

활기차다. 
아이들과 밀땅이 없다

선생님이 즐겨야 해

1차 자기 이해

2차 함께 이해

이로 인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말도 별로 안 해도 다 했다

몸짓으로 엄지를 들어 올림

<그림 24> 이해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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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숲선생님의 이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숲교육을 통제하는 것(FESL40233)으로 생각
했다. 그러나 수업나눔을 통해서 통제하지 않는 숲교육(FESL4-90)으로, 숲선생님 중심의 숲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숲교육으로 이해가 변화했다. 이러한 이해는 숲길에서 미션을 해결하
는 것(FESL3-128)과 같은 인식론적 숲교육이 빈 페이지(FESL3-130)처럼 존재론적 숲교육으
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해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의 이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자신이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수업나눔을 통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이해가 변화했다(FESL2-322). 그래서 
예전에는 버릴 것이 적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것
을 발견(FESL4-279)한 것으로 이해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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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해석 및 논의

이 연구는 숲교육 이론과 현장을 각각 고찰하며 숲교육의 의미를 탐색했다. 6장에서는 첫
째, 연구의 함의에서 숲교육의 의미, 숲교육 수업나눔의 의미, 숲선생님의 질문과 연구자의 성
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셋째로 이 연구를 바
탕으로 숲교육 연구와 활동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1. 함의
이 연구가 가진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수업나눔 사례분석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둘째,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를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는 숲선생님의 질문과 연구자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1) 숲교육 의미
이 연구는 수업나눔 사례분석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에 따라 숲교육의 의미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탐색했다. 이념형으로서 숲교육과, 현실태로서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와, 숲교육의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을 살피며 숲교육
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다.

① 이념형으로서 숲교육
문헌고찰을 통해 숲교육의 개념을 살폈다. 숲교육은 숲과 교육의 합자로 그 사이에 루카스

(1972, 1980-81)가 환경교육의 개념을 설명한 관계로서 in(안에서), about(관하여), for(위하
여)의 관계를 갖고, 김상윤(1998)이 제안한 관계로서 by(통하여)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두 네 
가지 관계로 구분하여 의미를 탐구하였다. 숲교육이 숲에 대한 교육(about), 숲에서의 교육
(in), 숲을 위한 교육(for), 숲에 의한 교육(by)의 모습을 갖는 것이 숲교육 현장에서 확인되었
다. 숲에 대한(about) 교육으로는 산딸나무, 주목나무, 박주가리, 박새, 고마리, 닭의장풀 등 
식생과 동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교육공간으로서 숲에서의(in) 교육은 
교실 밖 숲교육과 교실 안 숲교육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다. 숲을 위한(for) 교육은 수업의 마
무리 장면에서 숲선생님들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은영: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줄기가 되는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면 크
게 되겠죠? 우리 3학년 7반 학생들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아 열심히 열심히 하기 바래요. 

조한나: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몇 번까지 재활용해야 해? 9번 재활용 하는거야 종이는. 종이는 9번
까지 재활용 해야 해. 안 그러면 나무 자꾸 베야 하잖아. 나무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 

숲에 의한(by) 교육은 아이들의 발화에서 확인되었다. 아이들은 숲에서의 어떤 경험으로 
“아~”, “와~”하는 소리를 발화하였는데, 이는 숲교육을 통한 날 것의 일차적인 감정의 발화
로, 다른 것으로 가공되기 전의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숲이란 단어는 ‘관계론적 존재론(이재성, 2016; 이재영, 2012)’을 갖고 숲-사람의 관계가 이
미 포함되어 있다. 이재영과 김아연(2005)은 학생들이 숲에 부여하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 미
적·상징적 가치, 목적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숲을 관계론적 존재론의 의미로 바라보는 것은 숲
에 대하여 참가자가 목적적 가치를 부여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숲교육보다 상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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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숲선생님의 이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숲교육을 통제하는 것(FESL40233)으로 생각
했다. 그러나 수업나눔을 통해서 통제하지 않는 숲교육(FESL4-90)으로, 숲선생님 중심의 숲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숲교육으로 이해가 변화했다. 이러한 이해는 숲길에서 미션을 해결하
는 것(FESL3-128)과 같은 인식론적 숲교육이 빈 페이지(FESL3-130)처럼 존재론적 숲교육으
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해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의 이해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자신이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수업나눔을 통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이해가 변화했다(FESL2-322). 그래서 
예전에는 버릴 것이 적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것
을 발견(FESL4-279)한 것으로 이해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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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해석 및 논의

이 연구는 숲교육 이론과 현장을 각각 고찰하며 숲교육의 의미를 탐색했다. 6장에서는 첫
째, 연구의 함의에서 숲교육의 의미, 숲교육 수업나눔의 의미, 숲선생님의 질문과 연구자의 성
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셋째로 이 연구를 바
탕으로 숲교육 연구와 활동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1. 함의
이 연구가 가진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수업나눔 사례분석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둘째,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를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는 숲선생님의 질문과 연구자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1) 숲교육 의미
이 연구는 수업나눔 사례분석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에 따라 숲교육의 의미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탐색했다. 이념형으로서 숲교육과, 현실태로서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와, 숲교육의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을 살피며 숲교육
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다.

① 이념형으로서 숲교육
문헌고찰을 통해 숲교육의 개념을 살폈다. 숲교육은 숲과 교육의 합자로 그 사이에 루카스

(1972, 1980-81)가 환경교육의 개념을 설명한 관계로서 in(안에서), about(관하여), for(위하
여)의 관계를 갖고, 김상윤(1998)이 제안한 관계로서 by(통하여)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두 네 
가지 관계로 구분하여 의미를 탐구하였다. 숲교육이 숲에 대한 교육(about), 숲에서의 교육
(in), 숲을 위한 교육(for), 숲에 의한 교육(by)의 모습을 갖는 것이 숲교육 현장에서 확인되었
다. 숲에 대한(about) 교육으로는 산딸나무, 주목나무, 박주가리, 박새, 고마리, 닭의장풀 등 
식생과 동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교육공간으로서 숲에서의(in) 교육은 
교실 밖 숲교육과 교실 안 숲교육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다. 숲을 위한(for) 교육은 수업의 마
무리 장면에서 숲선생님들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은영: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줄기가 되는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면 크
게 되겠죠? 우리 3학년 7반 학생들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아 열심히 열심히 하기 바래요. 

조한나: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몇 번까지 재활용해야 해? 9번 재활용 하는거야 종이는. 종이는 9번
까지 재활용 해야 해. 안 그러면 나무 자꾸 베야 하잖아. 나무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 

숲에 의한(by) 교육은 아이들의 발화에서 확인되었다. 아이들은 숲에서의 어떤 경험으로 
“아~”, “와~”하는 소리를 발화하였는데, 이는 숲교육을 통한 날 것의 일차적인 감정의 발화
로, 다른 것으로 가공되기 전의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숲이란 단어는 ‘관계론적 존재론(이재성, 2016; 이재영, 2012)’을 갖고 숲-사람의 관계가 이
미 포함되어 있다. 이재영과 김아연(2005)은 학생들이 숲에 부여하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 미
적·상징적 가치, 목적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숲을 관계론적 존재론의 의미로 바라보는 것은 숲
에 대하여 참가자가 목적적 가치를 부여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숲교육보다 상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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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인 ‘교육’의 차원에서는 존재론적 교육(조용환, 2012a, 2012b, 2012c)의 관점에 기대어 숲
교육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키노쿠니와 발도르프의 사례를 통해서 숲교육이 몸-머리-가슴을 
통합하는 교육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적 체험의 조건(송하인, 남상준, 
2008)에 비추어 숲교육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다. 숲교육 삼각형에는 숲, 참가자(아이), 숲선
생님이 세 꼭지점에 위치했다. 이러한 숲교육의 모습에서 놀이와 체험은 숲교육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의 혼재 가운데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은 존재
론적 관점에서 숲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가능성을 찾아본 것이다.

② 현실태로서 숲교육
참여관찰을 통한 사례연구로서 세 가지 숲교육과 네 번의 수업나눔을 통해 숲교육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다. 
씨앗형 숲교육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지식은 전달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자연에 대한 사랑도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러한 숲교육은 이전의 숲교육 중에서 전달형 학습(김현재, 김관영, 2000)48)과 유사성이 
있다. 전달형 학습은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학습과정에서 교사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의 전달이라는 일방통행의 흐름을 갖는 학습형태를 의미한다. 씨앗형 숲교육에서도 전달
형 학습과 유사하게 지식의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나, 숲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나 평가
를 기대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숲교육의 성과는 단시간에 확인할 수 없으므로, 씨앗을 심어
놓고 오랜 기간을 거쳐 성장하는 것과 같이 숲교육이 참가자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긴다.

줄다리기형 숲교육은 아이들을 숲교육의 맥락으로 당겨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
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그것을 시작으로 아이의 호기심이 증폭된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경험중심적 숲교육(최석진 등, 2001)49)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중심적 숲교육
은 숲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숲을 직접 경험하는 의미로서 체험을 이해한
다. 줄다리기형 숲교육은 경험중심적 숲교육에 비추어 아이가 직접 감각을 통해 체험한다는 
유사한 맥락을 갖지만, 학습자의 동기부여에 따라 숲선생님의 역할을 촉진하는 것(당겨 주는)
으로 이해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안내자형 숲교육은 숲선생님의 참여가 최소화된다. 여기서 숲선생님의 역할이 적어진다는 
것은 참가자가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기
존에 있던 자기주도형 숲교육(하시연, 2009b)50)과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안내자형 숲교육에
서 숲선생님은 아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내 이후에는 경험의 맥락 밖으로 
빠져 나온다. 결국 참가자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숲선생님의 역할이다. 안

48) 김현재와 김관영(2000)은 학교숲에서의 과학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학습을 전달형 학습, 
교류형 학습, 변용형 학습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달형 학습은 본문에서 설명하였으며, 교류형 학
습은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며 인지적 상호성을 강조하는 학습형태이다. 변용
형 학습은 교육과정과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학생들을 전인격체로 보는 학습형
태로 이해한 바 있다.

49) 최석진 등(2001)는 학교 환경교육에서 교수학습의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① 행동지향
적 교수-학습 ② 경험중심적 교수-학습 ③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④ 협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⑤ 친환경적 가치·태도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50) 하시연(2009b)은 숲해설의 유형을 구분하며, 안내자 방식과과 자기안내방식으로 구별하였다. 안내식 
기법(토크식 기법)에는 거점식 기법, 이동식 기법, 강연식 기법을 구별하고, 자기안내식 기법(전시 및 
해설물 기법)으로 전시물 기법, 간행물 기법, 매체식 기법이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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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형 숲교육은 이전의 자기주도형 숲교육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내자형 숲
교육이 숲선생님의 관점이라면, 자기주도형 숲교육의 참가자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또한 
안내자형 숲교육에는 숲선생님이 참가자를 대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숲선생님은 관찰과 
기다림을 통해 아이를 개별적 존재로 대하고 있었으며, 상호존중의 맥락가운데 통제하지 않는 
숲교육의 모습이 나타난다.

③ 수업나눔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
현장에서 드러난 숲교육은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숲교육은 전

체적인 프로그램으로만 다뤄지고 다면적인 측면, 구성 요소를 분석한 사례는 적었다. 기존의 
숲교육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학생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아내고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숲교육에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선생님과 참가자의 상황, 그리고 자연물과 숲의 상황, 교
재·교구나, 숲의 외부 상황 등이 숲교육에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수업나눔의 대화를 통해 발
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숲교육을 10가지 요소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숲교육의 10가지 요소로 구분된 것은 숲선생님, 참가자(아이), 프로그램, 숲의 
상황, 공간, 시간, 자연물, 상호작용, 교구·교재, 숲교육 외부상황을 상정하였고, 이러한 요소
들이 숲교육에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어떻게 결합되어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숲교육을 성격에 따라 즉흥성, 현장성, 오감교육, 중층구조, 능동적 수동성, 안전과 모험으
로 구분한 것도 이 연구의 차별점이다. 숲교육이 체험으로서 중요하다는 것(김민화, 2014; 엄
문설, 하시연, 이연희, 2015; 유주리, 박종민, 2015)과, 감각을 통한다는 연구(고성우, 홍승호, 
2010, 최석진 등, 2001)가 있었지만, 숲교육의 성격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이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숲교육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관찰, 표현(글쓰기, 그림그리기, 발표하기), 설명, 놀이(학습놀이, 
전래놀이, 자유놀이), 탐색, 줍기, 만들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숲교육의 특징으로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신기함을 경험하는 것을 들고 
숲교육이 다른 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드러냈다. 환경교육은 나를 둘러싼 것을 ‘환경’
으로 이해함으로 그 개념 안에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숲교육은 개념에서 관
계론적 존재론을 상정하기에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환경교육에서
는 환경에 자연환경, 사회환경, 물리적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환경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환경은 생명을 가진 것도 있고(자연환경), 생명을 갖지 않은 환경도 있다(사회환경, 
물리적 환경). 따라서 환경교육에서는 생명에 대한 신기함으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
가 숲교육에 비해 적을 것으로 짐작된다.

숲교육 현장은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졌다. 주체의 차원에서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참가자 중심 숲교육을 구분하고, 배경이 되는 철학에 따라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
육이 구분되었다. 시간적으로는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이 구분되었으며, 공간에 따라 
교실밖 숲교육과 교실 안 숲교육이 구분되었다.

숲교육이 기본적으로 숲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아이들간의 다툼이 
적고 주고받는 대화가 확장되는 등 상호작용이 비교적 잘 이뤄지게 된다(이경란, 2014). 개방
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 신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걷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교실에
서는 책상에 앉아 비교적 정적으로 앉아있어야 한다면, 교실 밖에서는 공간을 이동할 때 걸음
으로 신체가 움직이도록 자극한다. 걷는 일은 산책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걷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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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인 ‘교육’의 차원에서는 존재론적 교육(조용환, 2012a, 2012b, 2012c)의 관점에 기대어 숲
교육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키노쿠니와 발도르프의 사례를 통해서 숲교육이 몸-머리-가슴을 
통합하는 교육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적 체험의 조건(송하인, 남상준, 
2008)에 비추어 숲교육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다. 숲교육 삼각형에는 숲, 참가자(아이), 숲선
생님이 세 꼭지점에 위치했다. 이러한 숲교육의 모습에서 놀이와 체험은 숲교육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의 혼재 가운데 숲교육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은 존재
론적 관점에서 숲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가능성을 찾아본 것이다.

② 현실태로서 숲교육
참여관찰을 통한 사례연구로서 세 가지 숲교육과 네 번의 수업나눔을 통해 숲교육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다. 
씨앗형 숲교육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지식은 전달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자연에 대한 사랑도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러한 숲교육은 이전의 숲교육 중에서 전달형 학습(김현재, 김관영, 2000)48)과 유사성이 
있다. 전달형 학습은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학습과정에서 교사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의 전달이라는 일방통행의 흐름을 갖는 학습형태를 의미한다. 씨앗형 숲교육에서도 전달
형 학습과 유사하게 지식의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나, 숲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나 평가
를 기대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숲교육의 성과는 단시간에 확인할 수 없으므로, 씨앗을 심어
놓고 오랜 기간을 거쳐 성장하는 것과 같이 숲교육이 참가자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긴다.

줄다리기형 숲교육은 아이들을 숲교육의 맥락으로 당겨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
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그것을 시작으로 아이의 호기심이 증폭된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경험중심적 숲교육(최석진 등, 2001)49)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중심적 숲교육
은 숲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숲을 직접 경험하는 의미로서 체험을 이해한
다. 줄다리기형 숲교육은 경험중심적 숲교육에 비추어 아이가 직접 감각을 통해 체험한다는 
유사한 맥락을 갖지만, 학습자의 동기부여에 따라 숲선생님의 역할을 촉진하는 것(당겨 주는)
으로 이해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안내자형 숲교육은 숲선생님의 참여가 최소화된다. 여기서 숲선생님의 역할이 적어진다는 
것은 참가자가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기
존에 있던 자기주도형 숲교육(하시연, 2009b)50)과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안내자형 숲교육에
서 숲선생님은 아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내 이후에는 경험의 맥락 밖으로 
빠져 나온다. 결국 참가자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숲선생님의 역할이다. 안

48) 김현재와 김관영(2000)은 학교숲에서의 과학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학습을 전달형 학습, 
교류형 학습, 변용형 학습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달형 학습은 본문에서 설명하였으며, 교류형 학
습은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며 인지적 상호성을 강조하는 학습형태이다. 변용
형 학습은 교육과정과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학생들을 전인격체로 보는 학습형
태로 이해한 바 있다.

49) 최석진 등(2001)는 학교 환경교육에서 교수학습의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① 행동지향
적 교수-학습 ② 경험중심적 교수-학습 ③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④ 협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⑤ 친환경적 가치·태도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50) 하시연(2009b)은 숲해설의 유형을 구분하며, 안내자 방식과과 자기안내방식으로 구별하였다. 안내식 
기법(토크식 기법)에는 거점식 기법, 이동식 기법, 강연식 기법을 구별하고, 자기안내식 기법(전시 및 
해설물 기법)으로 전시물 기법, 간행물 기법, 매체식 기법이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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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형 숲교육은 이전의 자기주도형 숲교육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내자형 숲
교육이 숲선생님의 관점이라면, 자기주도형 숲교육의 참가자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또한 
안내자형 숲교육에는 숲선생님이 참가자를 대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숲선생님은 관찰과 
기다림을 통해 아이를 개별적 존재로 대하고 있었으며, 상호존중의 맥락가운데 통제하지 않는 
숲교육의 모습이 나타난다.

③ 수업나눔을 통한 숲교육의 의미
현장에서 드러난 숲교육은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숲교육은 전

체적인 프로그램으로만 다뤄지고 다면적인 측면, 구성 요소를 분석한 사례는 적었다. 기존의 
숲교육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학생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아내고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숲교육에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선생님과 참가자의 상황, 그리고 자연물과 숲의 상황, 교
재·교구나, 숲의 외부 상황 등이 숲교육에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수업나눔의 대화를 통해 발
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숲교육을 10가지 요소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숲교육의 10가지 요소로 구분된 것은 숲선생님, 참가자(아이), 프로그램, 숲의 
상황, 공간, 시간, 자연물, 상호작용, 교구·교재, 숲교육 외부상황을 상정하였고, 이러한 요소
들이 숲교육에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어떻게 결합되어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숲교육을 성격에 따라 즉흥성, 현장성, 오감교육, 중층구조, 능동적 수동성, 안전과 모험으
로 구분한 것도 이 연구의 차별점이다. 숲교육이 체험으로서 중요하다는 것(김민화, 2014; 엄
문설, 하시연, 이연희, 2015; 유주리, 박종민, 2015)과, 감각을 통한다는 연구(고성우, 홍승호, 
2010, 최석진 등, 2001)가 있었지만, 숲교육의 성격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이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숲교육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관찰, 표현(글쓰기, 그림그리기, 발표하기), 설명, 놀이(학습놀이, 
전래놀이, 자유놀이), 탐색, 줍기, 만들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숲교육의 특징으로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신기함을 경험하는 것을 들고 
숲교육이 다른 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드러냈다. 환경교육은 나를 둘러싼 것을 ‘환경’
으로 이해함으로 그 개념 안에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숲교육은 개념에서 관
계론적 존재론을 상정하기에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환경교육에서
는 환경에 자연환경, 사회환경, 물리적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환경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환경은 생명을 가진 것도 있고(자연환경), 생명을 갖지 않은 환경도 있다(사회환경, 
물리적 환경). 따라서 환경교육에서는 생명에 대한 신기함으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
가 숲교육에 비해 적을 것으로 짐작된다.

숲교육 현장은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졌다. 주체의 차원에서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참가자 중심 숲교육을 구분하고, 배경이 되는 철학에 따라 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
육이 구분되었다. 시간적으로는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이 구분되었으며, 공간에 따라 
교실밖 숲교육과 교실 안 숲교육이 구분되었다.

숲교육이 기본적으로 숲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아이들간의 다툼이 
적고 주고받는 대화가 확장되는 등 상호작용이 비교적 잘 이뤄지게 된다(이경란, 2014). 개방
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 신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걷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교실에
서는 책상에 앉아 비교적 정적으로 앉아있어야 한다면, 교실 밖에서는 공간을 이동할 때 걸음
으로 신체가 움직이도록 자극한다. 걷는 일은 산책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걷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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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머리-가슴의 연결에서 몸을 깨우는 시작점으로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개념으로 살펴본 숲교육과 현장이 가진 숲교육의 모습은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교육을 크게 인식론적 교육(장상호, 1994, 1997a, 1994b, 2005)과 존재론적 교육(조용환, 
1997, 1999, 2012a, 2012b, 2012c)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적용하여 숲교육도 인
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을 살펴보았다. 존재론적 숲교육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숲선생님과 참가자의 존재를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성을 지향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본질로 여긴다. 인간뿐만 아
니라 자연에 의해서도 배움이 가능한 것을 보고 숲교육이 ‘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을 보였다. 또한 숲선생님과 참가자를 존재로 대한다는 것은 ‘인식론보다 존재론이 앞선다(이
화도, 2012)’는 의미에 비추어 숲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숲선생님과 참가자의 존재
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숲교육에서 존재론적 관점이란 실용적인 효과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것
이다.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숲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숲과의 존재론적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쉼을 얻는 곳은 자연, 그중에서도 숲이다. 숲은 사람들의 쉼을 위한(for-rest) 공간이기도 하
다. 숲이 가진 큰  변화 가능성 안에 사람의 작은 변화가 품어지는 것이라 짐작하며, 따라서 
숲의 존재가 사람의 존재를 품어내는 영역에서 두 존재가 서로 상존(相存)할 수 있는 공간이 
숲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몸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숲을 기억한다. 그래서 사람들
은 쉼을 얻기 위해 휴가기간에 자연을 찾는다. 서구적 근대화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아지고, 
그래서 숲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루브(Louv, 2007)는 이
를 ‘자연결핍증후군’이라 지칭하였다. 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자
연, 즉 비타민‘N’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숲교육의 네 가지 관계(in, about, for, by)에서 숲에 의한(by) 관계는 숲교육이 능동적 수
동성을 갖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숲에 의한’ 교육이란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숲을 존중하는 것이다. 참가자에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숲에서 사람은 능동적 수동성을 배울 
수 있다.

키노쿠니와 발도르프의 사례에서 나타난 몸-머리-가슴을 통합하는 교육으로서 숲교육은 현
장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몸에 중심을 두고 머리-가슴의 
통합을 추구하였고, 이은영 숲선생님은 몸-머리에 중심을 두고 가슴까지 통합되는 중층적 숲
교육을 수행하였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작은 상호작용을 통해, 참가자 
자신이 교육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맨발로 숲길 걷기, 흙냄새 맡기 등의 활동을 통해 
몸-머리-가슴의 전체적인 통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세 가지 다른 숲교
육 참여를 통해 숲교육에서 몸-머리-가슴의 통합이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관찰 결과 숲교육은 숲에 대한 앎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참가자의 존재와 숲선생님
의 존재가 함께 만드는 상호작용가운데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의 몸을 
깨우고 머리에 새로운 정보가 인식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숲교육을 설계하는 것
이 숲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숲교육에서 오감을 활용하는 감각교육의 측면이 있음을 현장에서 알 수 있었다. 발도
르프교육에서 오감을 넘어 열두 가지 감각으로 숲교육을 바라보며, 이를 통해 숲교육의 영역
이 확장될 수 있었다. 숲교육을 통한 자아감각에 대한 부분은 이후 적용의 숲교육을 통한 숲
치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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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등(2008)은 숲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리하며, 숲교육이 윤리실존적 관점에 있음을 밝
힌바 있다. 이것은 숲교육 수업나눔의 맥락을 드러낸다. 숲선생님과 참가자의 존재에 대한 관
심은 숲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는데 이때 숲을 대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관점
이 함께 등장한다. 숲교육을 존재론적 관점의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은 윤리실존적 맥락을 더
욱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영 등(2008)은 이후의 숲교육이 생명체와 공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내재적인 가치교
육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숲에 대한 존재론적 관심은 생명에 대한 관점을 기
본으로 하며, 따라서 이후 숲교육에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존재방식으로 공존(共存)을 
다루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할 때 1990년대 이전 과거의, 숲에 대한 객관적인 정
보를 전달하는 인식론적 교육을 넘어서, 내재적인 가치교육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이며, 그 시작은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 곧 존재론적 숲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시연(2009a)은 숲해설의 문제점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유사한 숲해설이 진행되고 있는 문
제와,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것은 숲교
육이 진행되는 공간마다, 공간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내용
지식을 넘어갈 수 있는 지점으로 ‘교육’에 대한 재성찰을 통해서 존재론적 숲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숲교육에서 놀이와 체험은 중요하다. 숲교육의 현장에서 발견된 놀이는 세 가지 유형을 보
였다. 전래놀이, 학습놀이, 자유놀이이다. 교육은 교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자유놀이 등 실제적인 놀이가 충분히 전개되기 어렵다. 놀이는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편해문, 2012, Cornell, 1998), 다만 교육상황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발성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으며 그래서 현장의 숲선생님들은 기획된 것과 우
연적인 두 가지 면을 “겸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숲교육 현장은 본래적 의미의 놀이가 구현될 수 있는 시공간으로 가능성이 있다. 비
록 학습을 위한 방편으로 놀이가 이뤄지더라도 놀이를 통해 숲선생님이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숲교육이 몸-머리-가슴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는 것은 숲교육이 몸을 통
한 체험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비롯하여 인식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숲교육은 몸(體)을 통하여 감각하고 감각한 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머리-가슴의 통합의 시작은 숲교육에서는 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몸을 통해 몸-머리-가슴의 통합을 돕는 일은 궁극적으로 앎과 삶의 
간격을 줄이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앎과 삶은 교육에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
나 존재론적 숲교육을 통한 접근은 인간의 삶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격을 줄여가고, 또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체험을 생생함을 경험하고 그 순간이 깨어서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사후적인 
개념(Manen, 1990)이라 하면, 숲체험은 숲교육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험을 인식론적 입장에서 이해할 것인가, 존재론적 입장에서 이해
할 것인가에 따라, 체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체험을 존재론적으로 바라본다
면 숲체험은 숲교육의 유사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숲체험은 철학적 시각이며, 숲
교육은 교육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숲교육의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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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머리-가슴의 연결에서 몸을 깨우는 시작점으로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개념으로 살펴본 숲교육과 현장이 가진 숲교육의 모습은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교육을 크게 인식론적 교육(장상호, 1994, 1997a, 1994b, 2005)과 존재론적 교육(조용환, 
1997, 1999, 2012a, 2012b, 2012c)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적용하여 숲교육도 인
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을 살펴보았다. 존재론적 숲교육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숲선생님과 참가자의 존재를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성을 지향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본질로 여긴다. 인간뿐만 아
니라 자연에 의해서도 배움이 가능한 것을 보고 숲교육이 ‘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을 보였다. 또한 숲선생님과 참가자를 존재로 대한다는 것은 ‘인식론보다 존재론이 앞선다(이
화도, 2012)’는 의미에 비추어 숲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숲선생님과 참가자의 존재
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숲교육에서 존재론적 관점이란 실용적인 효과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것
이다.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숲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숲과의 존재론적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쉼을 얻는 곳은 자연, 그중에서도 숲이다. 숲은 사람들의 쉼을 위한(for-rest) 공간이기도 하
다. 숲이 가진 큰  변화 가능성 안에 사람의 작은 변화가 품어지는 것이라 짐작하며, 따라서 
숲의 존재가 사람의 존재를 품어내는 영역에서 두 존재가 서로 상존(相存)할 수 있는 공간이 
숲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몸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숲을 기억한다. 그래서 사람들
은 쉼을 얻기 위해 휴가기간에 자연을 찾는다. 서구적 근대화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아지고, 
그래서 숲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루브(Louv, 2007)는 이
를 ‘자연결핍증후군’이라 지칭하였다. 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자
연, 즉 비타민‘N’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숲교육의 네 가지 관계(in, about, for, by)에서 숲에 의한(by) 관계는 숲교육이 능동적 수
동성을 갖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숲에 의한’ 교육이란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숲을 존중하는 것이다. 참가자에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숲에서 사람은 능동적 수동성을 배울 
수 있다.

키노쿠니와 발도르프의 사례에서 나타난 몸-머리-가슴을 통합하는 교육으로서 숲교육은 현
장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몸에 중심을 두고 머리-가슴의 
통합을 추구하였고, 이은영 숲선생님은 몸-머리에 중심을 두고 가슴까지 통합되는 중층적 숲
교육을 수행하였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작은 상호작용을 통해, 참가자 
자신이 교육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맨발로 숲길 걷기, 흙냄새 맡기 등의 활동을 통해 
몸-머리-가슴의 전체적인 통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세 가지 다른 숲교
육 참여를 통해 숲교육에서 몸-머리-가슴의 통합이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관찰 결과 숲교육은 숲에 대한 앎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참가자의 존재와 숲선생님
의 존재가 함께 만드는 상호작용가운데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의 몸을 
깨우고 머리에 새로운 정보가 인식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숲교육을 설계하는 것
이 숲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숲교육에서 오감을 활용하는 감각교육의 측면이 있음을 현장에서 알 수 있었다. 발도
르프교육에서 오감을 넘어 열두 가지 감각으로 숲교육을 바라보며, 이를 통해 숲교육의 영역
이 확장될 수 있었다. 숲교육을 통한 자아감각에 대한 부분은 이후 적용의 숲교육을 통한 숲
치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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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등(2008)은 숲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리하며, 숲교육이 윤리실존적 관점에 있음을 밝
힌바 있다. 이것은 숲교육 수업나눔의 맥락을 드러낸다. 숲선생님과 참가자의 존재에 대한 관
심은 숲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는데 이때 숲을 대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관점
이 함께 등장한다. 숲교육을 존재론적 관점의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은 윤리실존적 맥락을 더
욱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영 등(2008)은 이후의 숲교육이 생명체와 공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내재적인 가치교
육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숲에 대한 존재론적 관심은 생명에 대한 관점을 기
본으로 하며, 따라서 이후 숲교육에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존재방식으로 공존(共存)을 
다루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할 때 1990년대 이전 과거의, 숲에 대한 객관적인 정
보를 전달하는 인식론적 교육을 넘어서, 내재적인 가치교육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이며, 그 시작은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 곧 존재론적 숲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시연(2009a)은 숲해설의 문제점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유사한 숲해설이 진행되고 있는 문
제와, 분류학적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것은 숲교
육이 진행되는 공간마다, 공간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내용
지식을 넘어갈 수 있는 지점으로 ‘교육’에 대한 재성찰을 통해서 존재론적 숲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숲교육에서 놀이와 체험은 중요하다. 숲교육의 현장에서 발견된 놀이는 세 가지 유형을 보
였다. 전래놀이, 학습놀이, 자유놀이이다. 교육은 교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자유놀이 등 실제적인 놀이가 충분히 전개되기 어렵다. 놀이는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편해문, 2012, Cornell, 1998), 다만 교육상황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발성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으며 그래서 현장의 숲선생님들은 기획된 것과 우
연적인 두 가지 면을 “겸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숲교육 현장은 본래적 의미의 놀이가 구현될 수 있는 시공간으로 가능성이 있다. 비
록 학습을 위한 방편으로 놀이가 이뤄지더라도 놀이를 통해 숲선생님이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숲교육이 몸-머리-가슴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는 것은 숲교육이 몸을 통
한 체험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비롯하여 인식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숲교육은 몸(體)을 통하여 감각하고 감각한 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머리-가슴의 통합의 시작은 숲교육에서는 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몸을 통해 몸-머리-가슴의 통합을 돕는 일은 궁극적으로 앎과 삶의 
간격을 줄이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앎과 삶은 교육에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
나 존재론적 숲교육을 통한 접근은 인간의 삶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격을 줄여가고, 또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체험을 생생함을 경험하고 그 순간이 깨어서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사후적인 
개념(Manen, 1990)이라 하면, 숲체험은 숲교육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험을 인식론적 입장에서 이해할 것인가, 존재론적 입장에서 이해
할 것인가에 따라, 체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체험을 존재론적으로 바라본다
면 숲체험은 숲교육의 유사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숲체험은 철학적 시각이며, 숲
교육은 교육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숲교육의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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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숲교육의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소상황 매개상황 대상황의 이해는 인간의 존재가 세계내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세계 가운데 탐험하도록 던져진 존재로서 존재는 이미 세계를 담고 있으며, 세계의 어느 부분
이 존재에 의해 변화하는 상호 관계를 전제로 상정한다.

숲교육의 난제 중 하나는 교육의 맥락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단편적으로 떠드는 아이를 통제할 것인가, 통제하지 않을까에 대한 결정은 숲선생님의 태도에 
결정된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아이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을 전제
한다. 숲선생님이 아이를 통제하려 할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통제당하는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숲교육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인식론적 교육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수용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통제 당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숲선생님은 통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가 자신의 감
각을 열어서 느끼고 체험한 것을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

그러나 존재론적 관점의 숲교육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숲교육상황에서 적용이 쉽
지 않다. 숲교육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비용에 대항하는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
기도 한다. 그래서 숲교육은 그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
다. 만들기를 하면 재료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숲교육의 비용을 청구하며, 보다 명확히 비용과 
편익을 상정할 수 있다. 

숲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숲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환경(環境)이라는 단어는 정의상 사
람과 그 주변을 둘러싼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환경의 개념에서 자연과 사람은 이미 분리되
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생태(生態)는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이란 의미로 우리가 살아
가는 존재로서 생명을 가진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거칠게 말해, 환경이라고 할 때는 나와 숲
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생태라 할 때는 내가 숲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숲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
람도 있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숲과 인간의 관계를 경쟁으로 보는가, 공생으로 바라보는가는 대척되는 관점이다.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인지, 숲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해하고 공존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숲과 숲교육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산층의 기준은 다르다(허태균, 
2015). 이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 한 가지 분야 이상
의 스포츠나 악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를 만들어 손님 접대, 사회봉사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한다. 옥스퍼드대
에서 제시한 영국 중산층의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나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불평·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었다. 한국 중산층의 기준은 2000cc 이상의 차, 월급 500만 원 이상, 부채 없는 30평대 아
파트, 통장 잔고 1억 이상, 1년에 한 번이상의 해외여행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알려졌다. 단편
적인 비교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질,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다른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물질적인 것
을 갖기 위해 꿈을 버려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실현(Nussbaum, 2010)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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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수용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교육에서 새로운 방향
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지속가능발전교육(Monroe & Krasny, 2016)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루브는 인간이 자연과 가졌던 관계가 약해짐으로 예전에 갖고 있던 자연과의 유대감이 상실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은 숲선생님 개인과, 숲교육에 참가하는 
존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시대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숲과 교육, 그리고 숲교육을 탐구
했다. 숲을 인간의 존재를 포함한 관계론적 존재론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숲교육이 정보를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와 숲선생님의 존재를 수용하는 맥락에서 이뤄진다면, 숲교육은 시
대와 사회의 전환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숲교육은 생명과 생태
에 대해 더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존재는 생(生)을 부여받는데, 생은 결국 태어남과 죽
음을 포함한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또 다른 것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것이 창조되거나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존재는 생명으로서 충분히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생(生)을 가진 
것은 한 번 시작하였으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멈출 수 없는데, 그러한 생(生)을 가진 삶의 주체
로서 숲선생님은 참가자와 숲교육에서 마주하게 된다.

아이들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서 코나투스(conatus)는 숲선생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줄 수 없다. 본래 아이가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던, 그러나 흐릿하여 잘 알아보지 
못했던 삶의 의지를 깨워주고, 생명으로 존재함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숲교육이 이뤄진
다면, 숲교육은 참가자와 숲선생님이 모두 존재로서 공존하며 함께하기에 충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숲교육이 환경교육의 한 부분으로 환경교육에서 경험적 과학, 해석적 과학, 비판적 과학의 
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이중 해석적 과학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
구는 숲선생님들의 숲교육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아직 숲교육이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고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숲
선생님들의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숲선생님의 이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비판이론
의 관점에서 숲교육을 이해하고 모색하는 방향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숲교육 수업나눔의 의미
숲교육 수업나눔과 이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이다. 숲교육상황이 영상으

로 촬영되고, 자신의 숲교육에 대하여 동료와 함께 살펴보는 나눔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
하였다. 숲선생님은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료 숲선생님
의 숲교육을 함께 보면서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처음에 자기 숲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수업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목소리만 컸지 하는 것도 없었다”고 
자기를 이해했고, 이은영 선생님은 “내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를 이해했다. 

이러한 이해는 이전에 있던 수업보기의 맥락과 흐름을 같이 한다. 임현정과 강충열(2010)은 
수업보기를 통해 수업의 관점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교사에서 아동으로, 전체에서 개인으로 
관점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숲선생님은 자신의 숲교육에 대하여 보여지는 숲교육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숲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전부이지요 FESL1-6,7)으로 이동하였다. 숲선생님 중심의 관점
에서 참가자 중심으로 관점이 이동하는 것(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논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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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숲교육의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소상황 매개상황 대상황의 이해는 인간의 존재가 세계내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세계 가운데 탐험하도록 던져진 존재로서 존재는 이미 세계를 담고 있으며, 세계의 어느 부분
이 존재에 의해 변화하는 상호 관계를 전제로 상정한다.

숲교육의 난제 중 하나는 교육의 맥락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단편적으로 떠드는 아이를 통제할 것인가, 통제하지 않을까에 대한 결정은 숲선생님의 태도에 
결정된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아이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을 전제
한다. 숲선생님이 아이를 통제하려 할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통제당하는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숲교육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인식론적 교육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수용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통제 당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숲선생님은 통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가 자신의 감
각을 열어서 느끼고 체험한 것을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

그러나 존재론적 관점의 숲교육은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숲교육상황에서 적용이 쉽
지 않다. 숲교육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비용에 대항하는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
기도 한다. 그래서 숲교육은 그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
다. 만들기를 하면 재료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숲교육의 비용을 청구하며, 보다 명확히 비용과 
편익을 상정할 수 있다. 

숲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숲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환경(環境)이라는 단어는 정의상 사
람과 그 주변을 둘러싼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환경의 개념에서 자연과 사람은 이미 분리되
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생태(生態)는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이란 의미로 우리가 살아
가는 존재로서 생명을 가진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거칠게 말해, 환경이라고 할 때는 나와 숲
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생태라 할 때는 내가 숲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숲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
람도 있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숲과 인간의 관계를 경쟁으로 보는가, 공생으로 바라보는가는 대척되는 관점이다.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인지, 숲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해하고 공존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숲과 숲교육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산층의 기준은 다르다(허태균, 
2015). 이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 한 가지 분야 이상
의 스포츠나 악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를 만들어 손님 접대, 사회봉사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한다. 옥스퍼드대
에서 제시한 영국 중산층의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나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불평·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었다. 한국 중산층의 기준은 2000cc 이상의 차, 월급 500만 원 이상, 부채 없는 30평대 아
파트, 통장 잔고 1억 이상, 1년에 한 번이상의 해외여행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알려졌다. 단편
적인 비교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질,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다른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물질적인 것
을 갖기 위해 꿈을 버려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실현(Nussbaum, 2010)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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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수용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교육에서 새로운 방향
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지속가능발전교육(Monroe & Krasny, 2016)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루브는 인간이 자연과 가졌던 관계가 약해짐으로 예전에 갖고 있던 자연과의 유대감이 상실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은 숲선생님 개인과, 숲교육에 참가하는 
존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시대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숲과 교육, 그리고 숲교육을 탐구
했다. 숲을 인간의 존재를 포함한 관계론적 존재론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숲교육이 정보를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와 숲선생님의 존재를 수용하는 맥락에서 이뤄진다면, 숲교육은 시
대와 사회의 전환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숲교육은 생명과 생태
에 대해 더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존재는 생(生)을 부여받는데, 생은 결국 태어남과 죽
음을 포함한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또 다른 것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것이 창조되거나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존재는 생명으로서 충분히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생(生)을 가진 
것은 한 번 시작하였으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멈출 수 없는데, 그러한 생(生)을 가진 삶의 주체
로서 숲선생님은 참가자와 숲교육에서 마주하게 된다.

아이들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서 코나투스(conatus)는 숲선생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줄 수 없다. 본래 아이가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던, 그러나 흐릿하여 잘 알아보지 
못했던 삶의 의지를 깨워주고, 생명으로 존재함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숲교육이 이뤄진
다면, 숲교육은 참가자와 숲선생님이 모두 존재로서 공존하며 함께하기에 충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숲교육이 환경교육의 한 부분으로 환경교육에서 경험적 과학, 해석적 과학, 비판적 과학의 
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이중 해석적 과학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
구는 숲선생님들의 숲교육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아직 숲교육이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고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숲
선생님들의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숲선생님의 이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비판이론
의 관점에서 숲교육을 이해하고 모색하는 방향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숲교육 수업나눔의 의미
숲교육 수업나눔과 이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이다. 숲교육상황이 영상으

로 촬영되고, 자신의 숲교육에 대하여 동료와 함께 살펴보는 나눔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
하였다. 숲선생님은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료 숲선생님
의 숲교육을 함께 보면서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처음에 자기 숲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수업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목소리만 컸지 하는 것도 없었다”고 
자기를 이해했고, 이은영 선생님은 “내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를 이해했다. 

이러한 이해는 이전에 있던 수업보기의 맥락과 흐름을 같이 한다. 임현정과 강충열(2010)은 
수업보기를 통해 수업의 관점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교사에서 아동으로, 전체에서 개인으로 
관점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숲선생님은 자신의 숲교육에 대하여 보여지는 숲교육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숲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전부이지요 FESL1-6,7)으로 이동하였다. 숲선생님 중심의 관점
에서 참가자 중심으로 관점이 이동하는 것(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논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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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 보았으며, 아이들을 집단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참가자로 바라보도록 관
점이 이동하는 것(아이중심 숲교육2 논의 참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나는 왜 마무리가 안 되지?” 하는 질문을 갖고 있었으며 수업나눔에서
는 대답되지 못하였으나 3항에서 이에 대하여 잠정적이나마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숲선생님들의 자기이해는 자신을 보다 더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수용은 자기를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서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숲생님들은 동료 숲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나
의 수업에서만 아이들이 산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의집중을 반드시 시켜야 하는 것
은 아니라는 이해를 갖게 된 것이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다른 숲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나
는 심심하지 않나?”, “기운 없어 보인다”고 이해하기도 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이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말하지 않아도 (숲교육을) 다 했잖아”라고 하며 통제하는 숲교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도 이전에 가진 이해의 영역이 확장되는 일이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이 
“내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구나, 에너지가 많구나”,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이해가 확장되는 부분이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수업비평, 전문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와는 다른 또 다른 수업나눔
의 영역을 마련했다고 본다. 공동체를 삶의 무게감으로 엮여지는 모임이라 하면, 어렵게 공동
체가 되지 않아도 수업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이 수업나눔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서 ‘교사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고 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서는 초등환
경교사의 역량을 28가지로 정리한 연구(송성아, 2008)도 있으며, 환경교사의 교수학습지식을 
구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조성화, 최돈형, 2009). 그러나 이와 같이 전문성에 관심을 갖고 교
수학습지식을 구분하기보다, 숲선생님과 참가자를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존재론적 숲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과 숲선생님의 역량을 구분하기 전에 숲선생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미이다. 숲선생님이 전문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교수학습지식(PCK)51)을 구분
하는 일도 숲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전에 숲교육에 있는 존재로서 숲선생님과, 
참가자(아이)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는 것을 생각한다. 

이 연구의 수업나눔에서 일본의 수업연구에 대하여 루이스가 정리한 다섯 가지 수업연구의 
개관 중에서 두 가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재확인된 3가지는 수업연구가 다른 교사들에 의해 
관찰되고, 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기록되고 토론되고 정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
안 협력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으며, 교육의 특별한 목표와 비전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디
자인하는 두 가지는 이번 수업나눔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루이스가 정리한 일본 수업연구의 8가지 유익한 점 중에 7가지는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하
였으나 한 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숲선생님은 수업나눔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피드백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으며(프로그램의 재구성), 학생들을 ‘보는’ 것을 배우고(관찰에 대한 논
의 등), 새로운 내용과 접근을 확대하며(동료 숲선생님의 프로그램을 보고 배움), 더 큰 목표
와 개인적인 교사의 실천을 연결해주었다(요새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과 감각을 통한 숲교육
을 실천하는 숲선생님). 서로 부딪히는 교수의 관점(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을 비
교할 수 있으며, 성장을 위한 요구를 창조할 수 있고(박현수 숲선생님은 내년에도 자신의 숲

51) 교수내용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약자로 PCK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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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촬영하여 보고 싶어하였음), 교사의 중심된 역할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교사의 역할은 관찰과 기다림이고 이는 숲교육의 책임이 숲선생님과 참가자 모두에게 있
다는 상호존중의 맥락을 함의). 한 가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는 숲선생님들이 ‘교사’가 아
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과 교육현장을 연결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웠다.

사또마나부가 이끈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발견했다(Sato, 2000, 2003, 
Sato & 한국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2014). 학습자라고 불리지만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과, 학습자의 배움을 위해 다른 구조들이 협력하는 것, 교사는 들어야 하며, 연결하
고, 되돌리는 일(feedback)을 하는 배우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의미로 이해되었다. 또한 아이
들은 수동적 능동성을 가질 때 배움에 집중하고 또래학습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존재론적 숲교육’은 배움의 공동체와 유사한 맥락과 차이점을 모두 
보였다. 참가자에 대한 깊은 존재론적 관점이 필요하고, 숲선생님의 역할은 듣는 것(관찰하
기), 연결하기, 되돌리는 일(feedback)을 하는 배우는 전문가로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었다. 
또한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교사의 기다림에 대하여 고찰하지 못하였다면, 수업나눔에서 숲선
생님은 되돌리는 일(feedback)을 하기 전에 ‘기다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움
의 공동체는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다른 것들이 모두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의 배움에 다른 것들도 초점을 갖게 되었다. 아이는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자신의 배움을 
구성해가는 존재로 이해되었으며, 이것은 수동적 능동성을 가진 모습이라 볼 수 있다(Sato, 
2000). 그러나 숲교육에서 아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아이들은 본래적으로 말하고 
싶은 에너지를 가졌으며, 숲교육에서는 이러한 본성의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발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소 떠들 수 있지만, 그것은 
숲선생님 몫으로 이해되었으며, 통제하지 않고 아이들이 숲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
이 중시 되었다.

상대적으로 숲교육에서 되돌리는 일(feedback)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배움의 공동
체에서는 교사의 되돌리는 일에 따라 아이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소통의 4가지 방식(단
교통, 쌍교통, 이교통, 반교통)을 살펴보았다(Sato, 2000). 교육의 현장에서 되돌리는 일
(feedback)은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인식론적 숲교육에서 단교통이 이뤄진다면(밀
당을 안했어, 답도 내가 해), 존재론적 숲교육에서는 쌍교통적인 소통의 방식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발산의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을 숲교육에 초대하기 위해 ‘리듬망치’라는 
개인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체조할 때 리듬을 두드리는 망치를 숲교육 현장에 가지고 
와서 두 번 두드리면 아이들이 두 번 박수치는 형식으로 활용한 것이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마치 그물의 씨실과 날실을 엮어가듯 아이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한나: 이거야 이거! 이게 저거랑 똑 같은 꽃이잖아. 여기에 물이 흐를까 안 흐를까? 여기가 보면 
물길이야. 장마가 많이 지면은

아이: 넘쳐서 흐르죠?
조한나: 물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건데. 이거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

서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아이들: 고마와요~
조한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거 같아?
아이들: 청소 꽃 (다 함께 웃는다. 하하하하~)
조한나: 고맙다고 그랬어. 고마운 꽃, 고마…리. 고마리, 물을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고마

리야. 이런거는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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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 보았으며, 아이들을 집단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참가자로 바라보도록 관
점이 이동하는 것(아이중심 숲교육2 논의 참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나는 왜 마무리가 안 되지?” 하는 질문을 갖고 있었으며 수업나눔에서
는 대답되지 못하였으나 3항에서 이에 대하여 잠정적이나마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숲선생님들의 자기이해는 자신을 보다 더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수용은 자기를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서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숲생님들은 동료 숲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나
의 수업에서만 아이들이 산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의집중을 반드시 시켜야 하는 것
은 아니라는 이해를 갖게 된 것이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다른 숲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나
는 심심하지 않나?”, “기운 없어 보인다”고 이해하기도 했다. 박현수 숲선생님이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말하지 않아도 (숲교육을) 다 했잖아”라고 하며 통제하는 숲교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도 이전에 가진 이해의 영역이 확장되는 일이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이 
“내가 에너지가 적은 사람은 아니구나, 에너지가 많구나”,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이해가 확장되는 부분이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수업비평, 전문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와는 다른 또 다른 수업나눔
의 영역을 마련했다고 본다. 공동체를 삶의 무게감으로 엮여지는 모임이라 하면, 어렵게 공동
체가 되지 않아도 수업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이 수업나눔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서 ‘교사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고 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서는 초등환
경교사의 역량을 28가지로 정리한 연구(송성아, 2008)도 있으며, 환경교사의 교수학습지식을 
구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조성화, 최돈형, 2009). 그러나 이와 같이 전문성에 관심을 갖고 교
수학습지식을 구분하기보다, 숲선생님과 참가자를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존재론적 숲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과 숲선생님의 역량을 구분하기 전에 숲선생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미이다. 숲선생님이 전문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교수학습지식(PCK)51)을 구분
하는 일도 숲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전에 숲교육에 있는 존재로서 숲선생님과, 
참가자(아이)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는 것을 생각한다. 

이 연구의 수업나눔에서 일본의 수업연구에 대하여 루이스가 정리한 다섯 가지 수업연구의 
개관 중에서 두 가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재확인된 3가지는 수업연구가 다른 교사들에 의해 
관찰되고, 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기록되고 토론되고 정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
안 협력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으며, 교육의 특별한 목표와 비전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을 디
자인하는 두 가지는 이번 수업나눔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루이스가 정리한 일본 수업연구의 8가지 유익한 점 중에 7가지는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하
였으나 한 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숲선생님은 수업나눔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피드백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으며(프로그램의 재구성), 학생들을 ‘보는’ 것을 배우고(관찰에 대한 논
의 등), 새로운 내용과 접근을 확대하며(동료 숲선생님의 프로그램을 보고 배움), 더 큰 목표
와 개인적인 교사의 실천을 연결해주었다(요새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과 감각을 통한 숲교육
을 실천하는 숲선생님). 서로 부딪히는 교수의 관점(인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을 비
교할 수 있으며, 성장을 위한 요구를 창조할 수 있고(박현수 숲선생님은 내년에도 자신의 숲

51) 교수내용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약자로 PCK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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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촬영하여 보고 싶어하였음), 교사의 중심된 역할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교사의 역할은 관찰과 기다림이고 이는 숲교육의 책임이 숲선생님과 참가자 모두에게 있
다는 상호존중의 맥락을 함의). 한 가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는 숲선생님들이 ‘교사’가 아
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과 교육현장을 연결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웠다.

사또마나부가 이끈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발견했다(Sato, 2000, 2003, 
Sato & 한국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2014). 학습자라고 불리지만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과, 학습자의 배움을 위해 다른 구조들이 협력하는 것, 교사는 들어야 하며, 연결하
고, 되돌리는 일(feedback)을 하는 배우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의미로 이해되었다. 또한 아이
들은 수동적 능동성을 가질 때 배움에 집중하고 또래학습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존재론적 숲교육’은 배움의 공동체와 유사한 맥락과 차이점을 모두 
보였다. 참가자에 대한 깊은 존재론적 관점이 필요하고, 숲선생님의 역할은 듣는 것(관찰하
기), 연결하기, 되돌리는 일(feedback)을 하는 배우는 전문가로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었다. 
또한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교사의 기다림에 대하여 고찰하지 못하였다면, 수업나눔에서 숲선
생님은 되돌리는 일(feedback)을 하기 전에 ‘기다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움
의 공동체는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다른 것들이 모두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의 배움에 다른 것들도 초점을 갖게 되었다. 아이는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자신의 배움을 
구성해가는 존재로 이해되었으며, 이것은 수동적 능동성을 가진 모습이라 볼 수 있다(Sato, 
2000). 그러나 숲교육에서 아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아이들은 본래적으로 말하고 
싶은 에너지를 가졌으며, 숲교육에서는 이러한 본성의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발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소 떠들 수 있지만, 그것은 
숲선생님 몫으로 이해되었으며, 통제하지 않고 아이들이 숲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
이 중시 되었다.

상대적으로 숲교육에서 되돌리는 일(feedback)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배움의 공동
체에서는 교사의 되돌리는 일에 따라 아이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소통의 4가지 방식(단
교통, 쌍교통, 이교통, 반교통)을 살펴보았다(Sato, 2000). 교육의 현장에서 되돌리는 일
(feedback)은 상호작용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인식론적 숲교육에서 단교통이 이뤄진다면(밀
당을 안했어, 답도 내가 해), 존재론적 숲교육에서는 쌍교통적인 소통의 방식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발산의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을 숲교육에 초대하기 위해 ‘리듬망치’라는 
개인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체조할 때 리듬을 두드리는 망치를 숲교육 현장에 가지고 
와서 두 번 두드리면 아이들이 두 번 박수치는 형식으로 활용한 것이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마치 그물의 씨실과 날실을 엮어가듯 아이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한나: 이거야 이거! 이게 저거랑 똑 같은 꽃이잖아. 여기에 물이 흐를까 안 흐를까? 여기가 보면 
물길이야. 장마가 많이 지면은

아이: 넘쳐서 흐르죠?
조한나: 물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건데. 이거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

서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아이들: 고마와요~
조한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거 같아?
아이들: 청소 꽃 (다 함께 웃는다. 하하하하~)
조한나: 고맙다고 그랬어. 고마운 꽃, 고마…리. 고마리, 물을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고마

리야. 이런거는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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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저거 파란거는 무슨 꽃이에요?
조한나: 어느거. 파란 꽃? 가만있어.
아이: 이 꽃 이름은 뭐에요?
조한나: 이 꽃 이름은 달개비라고 해. 오늘 여기서 풀이름 하나, 나무이름하나 또 뭐하나 알아갈까?
엄마: 곤충!
조한나: 곤충 하나 이름 알아갈까? 그럼 보는대로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부터 잘 봐야해(조한나의 숲

교육).

숲선생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수업을 이어가지 않고, 아이들의 대답가운데 되돌려주는 일
(feedback)과 이를 통해 앞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배움의 공동체가 주는 큰 시사점 중 하나는 교육에서 ‘학생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이 없다는 것’이다(Sato &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 2014). 이는 숲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숲교육에서 참가자가 숲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숲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참가자
가 숲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숲교육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질 것이다. 교육의 
맥락이라면, 그리고 존재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숲선생님은 참가자를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
어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숲교육의 책임을 숲선생님이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와 함
께 숲교육의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며, 결국 참가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
재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존중하는 것까지 의미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있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을 다루었던 두 가지 연구를 살펴보았다. 
서경혜(2009)의 연구에서 교사학습 공동체의 속성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 학습에 중점, 협력
(반성적 대화/집단반성, 공동탐구/비판적 탐구, 집단 창의성/공동 문제해결, 실천 개방, 실천 
공유, 공동 실천/협력적 실천, 학생학습에 공동체임, 공유리더십)으로 정리되었다. 이승호 등
(2015)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은 자발적 활동의지, 수평적 상호작용, 수업사례 및 아이디
어 공유, 공유를 통한 반성, 공동 수업설계, 협력, 전문가도움, 지속적 연구, 생산 결과의 활
용, 지원적 환경의 10가지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업나눔을 살펴보면, 수업나눔은 자발적이었고, 동료와 함께, 수평
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소통했다. 가치와 규범, 숲교육 사례,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도 하였으며, 개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해의 확
장을 반성의 영역으로 갖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의 도움(연구자 참여)이 있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어려움으로 시간을 만들기 어려움과 경험되지 않은 상호
작용방식과 협력을 이야기했다. 이는 숲교육 수업나눔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숲
선생님들은 수업이 거의 없는 겨울에 자신의 시간 중에서 일부를 할애하여 수업나눔을 진행하
였다. 

또한 수업나눔은 이전에 경험되지 않은 상호작용방식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종류의 의사소통방식이라면, 수업나눔은 
대화를 통한 협력적 소통을 요구하고 있었다. 

수업나눔을 통해 아이들을 존재론적 숲교육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더라
도, 이것은 이전에 배워본 적 없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을 요구받는 일
(Darling-Hammond, 2005)이었을 것이다. 전쟁직후를 경험한 세대가 받은 교육은 공학적, 
인식론적 교육에지금보다 더 가까웠을 것이다. 숲선생님들도 이러한 시대에 공학적 교육이나 
인식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그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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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받아본 적 없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요구가 나타났다.
익숙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난관을 마주한 숲선생님은 자신을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삶이 우연적인 요소를 동반한 모험의 과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숲교육 수업나눔에 참여하였고, 이와 같은 도전을 통해 아이들에게 존재론적 숲교육의 
맥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숲선생님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그 
힘으로부터 숲교육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세 명의 숲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숲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기에 수업나눔
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를 다른 숲선생애님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또한 숲교육이 내재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맥락(이재영 등, 2008)에
서 수업나눔은 자기 이해를 목표로 갖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업나눔의 속성을 다시 살펴보자. 수업나눔은 개인의 자발적 활동
으로 동료와 함께 수업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다. 이때 수평적 상호작용 속에서 소통하
면서, 가치와 규범, 숲교육 사례,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공동수업을 설계로 나아갈 수 도 있
다. 반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이해와 이해의 확장이 드러났다. 수업나눔은 자기 이해를 목표로 
삼아 숲교육을 진행하는 숲선생님의 내재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수업나눔이 비록 공동체의 무게감이나 전문성의 신장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숲교육 현장을 이끄는 체험의 설계자로 자신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나눔은 
학교 밖의 교육현장에 있는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숲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숲교육에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한 결과, 교육은 인간의 존재와 성장에 관심을 갖는 변증법
적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학습자를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 존재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숲교육은 숲에 의한(by)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교
육이며, 몸-머리-가슴이 통합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수업나눔을 통한 숲교육의 실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숲교육을 한다고 할 때 같은 숲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숲선생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숲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숲교
육과 수업나눔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숲교육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 주체, 철학, 시간, 공
간에 따라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환경교육이 가진 지속가능성의 방향에 숲교육의 존재론적 관점이 부합하여 확대 재생
산 될 수 있다. 지금의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으로 맥락을 같이 하여 이전과 다른 환경교육
의 모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함
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환경교육에,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이 어우러져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숲교육은 참가자 중심으로, 존재론적 중심으로, 지속적인 형태로 교실 밖에서 이뤄져
야 하며, 이것은 비판이론을 지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은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
우가 많지만, 숲교육에서 참가자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숲교육을 그려갈 
수 있다. 실내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살아있는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함으로 숲교육을 통한 생(生)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

다섯 째, 숲선생님들이 자기 이해를 통한 학습의 과정에서 성찰에 주목하고 이러한 역량 강
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업나눔은 숲선생님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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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저거 파란거는 무슨 꽃이에요?
조한나: 어느거. 파란 꽃? 가만있어.
아이: 이 꽃 이름은 뭐에요?
조한나: 이 꽃 이름은 달개비라고 해. 오늘 여기서 풀이름 하나, 나무이름하나 또 뭐하나 알아갈까?
엄마: 곤충!
조한나: 곤충 하나 이름 알아갈까? 그럼 보는대로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부터 잘 봐야해(조한나의 숲

교육).

숲선생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수업을 이어가지 않고, 아이들의 대답가운데 되돌려주는 일
(feedback)과 이를 통해 앞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배움의 공동체가 주는 큰 시사점 중 하나는 교육에서 ‘학생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이 없다는 것’이다(Sato &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 2014). 이는 숲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숲교육에서 참가자가 숲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숲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참가자
가 숲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숲교육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질 것이다. 교육의 
맥락이라면, 그리고 존재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숲선생님은 참가자를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
어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숲교육의 책임을 숲선생님이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와 함
께 숲교육의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며, 결국 참가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
재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존중하는 것까지 의미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있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을 다루었던 두 가지 연구를 살펴보았다. 
서경혜(2009)의 연구에서 교사학습 공동체의 속성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 학습에 중점, 협력
(반성적 대화/집단반성, 공동탐구/비판적 탐구, 집단 창의성/공동 문제해결, 실천 개방, 실천 
공유, 공동 실천/협력적 실천, 학생학습에 공동체임, 공유리더십)으로 정리되었다. 이승호 등
(2015)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은 자발적 활동의지, 수평적 상호작용, 수업사례 및 아이디
어 공유, 공유를 통한 반성, 공동 수업설계, 협력, 전문가도움, 지속적 연구, 생산 결과의 활
용, 지원적 환경의 10가지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업나눔을 살펴보면, 수업나눔은 자발적이었고, 동료와 함께, 수평
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소통했다. 가치와 규범, 숲교육 사례,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도 하였으며, 개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해의 확
장을 반성의 영역으로 갖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의 도움(연구자 참여)이 있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어려움으로 시간을 만들기 어려움과 경험되지 않은 상호
작용방식과 협력을 이야기했다. 이는 숲교육 수업나눔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숲
선생님들은 수업이 거의 없는 겨울에 자신의 시간 중에서 일부를 할애하여 수업나눔을 진행하
였다. 

또한 수업나눔은 이전에 경험되지 않은 상호작용방식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종류의 의사소통방식이라면, 수업나눔은 
대화를 통한 협력적 소통을 요구하고 있었다. 

수업나눔을 통해 아이들을 존재론적 숲교육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더라
도, 이것은 이전에 배워본 적 없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을 요구받는 일
(Darling-Hammond, 2005)이었을 것이다. 전쟁직후를 경험한 세대가 받은 교육은 공학적, 
인식론적 교육에지금보다 더 가까웠을 것이다. 숲선생님들도 이러한 시대에 공학적 교육이나 
인식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그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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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받아본 적 없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요구가 나타났다.
익숙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난관을 마주한 숲선생님은 자신을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삶이 우연적인 요소를 동반한 모험의 과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숲교육 수업나눔에 참여하였고, 이와 같은 도전을 통해 아이들에게 존재론적 숲교육의 
맥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숲선생님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그 
힘으로부터 숲교육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세 명의 숲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숲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기에 수업나눔
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를 다른 숲선생애님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또한 숲교육이 내재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맥락(이재영 등, 2008)에
서 수업나눔은 자기 이해를 목표로 갖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업나눔의 속성을 다시 살펴보자. 수업나눔은 개인의 자발적 활동
으로 동료와 함께 수업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다. 이때 수평적 상호작용 속에서 소통하
면서, 가치와 규범, 숲교육 사례,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공동수업을 설계로 나아갈 수 도 있
다. 반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이해와 이해의 확장이 드러났다. 수업나눔은 자기 이해를 목표로 
삼아 숲교육을 진행하는 숲선생님의 내재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수업나눔이 비록 공동체의 무게감이나 전문성의 신장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숲교육 현장을 이끄는 체험의 설계자로 자신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나눔은 
학교 밖의 교육현장에 있는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숲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숲교육에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한 결과, 교육은 인간의 존재와 성장에 관심을 갖는 변증법
적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학습자를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 존재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숲교육은 숲에 의한(by)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교
육이며, 몸-머리-가슴이 통합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수업나눔을 통한 숲교육의 실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숲교육을 한다고 할 때 같은 숲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숲선생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숲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숲교
육과 수업나눔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숲교육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 주체, 철학, 시간, 공
간에 따라 숲교육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환경교육이 가진 지속가능성의 방향에 숲교육의 존재론적 관점이 부합하여 확대 재생
산 될 수 있다. 지금의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으로 맥락을 같이 하여 이전과 다른 환경교육
의 모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함
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환경교육에,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이 어우러져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숲교육은 참가자 중심으로, 존재론적 중심으로, 지속적인 형태로 교실 밖에서 이뤄져
야 하며, 이것은 비판이론을 지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은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
우가 많지만, 숲교육에서 참가자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숲교육을 그려갈 
수 있다. 실내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살아있는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함으로 숲교육을 통한 생(生)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

다섯 째, 숲선생님들이 자기 이해를 통한 학습의 과정에서 성찰에 주목하고 이러한 역량 강
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업나눔은 숲선생님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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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동료 숲선생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숲교육이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성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후의 숲교육에서는 숲선생님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학습의 과정에
서 자신의 수업을 가꾸어가는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3) 숲선생님의 질문과 연구자의 성장
수업나눔을 통해 숲선생님은 숲교육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세 숲선

생님 중 조한나 숲선생님이 가진 질문을 살펴보고 이를 존재론적 숲교육의 관점에서 잠정적으
로 대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 스스로의 자기교육에 대한 연구자의 성장도 살펴보고
자 한다.

가. 숲선생님의 질문
조한나 숲선생님은 수업나눔 가운데 질문이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나?’, 

‘나는 왜 마무리가 안 되지?’, ‘너무 심심하지 않나?’등의 질문이었다. 수업나눔 자리에서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하였으나, 이 연구의 과정에서 그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될까?’의 질문은 숲선생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교육은 좋아
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알려줘야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이런 인식론적 교
육 관점에서 공부는 ‘스스로 하기 싫은 것’으로 상정되고, 교사는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
드는 역할을 가져왔다. 존재론적 숲교육의 관점에서는 그와 달리 교육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활동’이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숲선생님은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 좋아하
는 것을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숲교육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이들 스스로 자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또한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로, 아이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원함을 찾아 성취하고
자하는 코나투스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무엇을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알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이다. 

와일바허의 이야기로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이지 아이들이 아니라는’(이재영 
2012에서 재인용52), 31p) 이야기는 아이의 체험이 숲선생님의 가르침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에서 이야기 되는 ‘아이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
이 없다(Sato, 2000)’는 것은 그러한 선순환의 시작이 숲선생님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이
야기 한다. 삶에서 싫어하는 것을 마주하고 어려운 것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평소
에 존중받아온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숲교육에서 숲선생님
이 지금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순간을 대비하여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
고, 아이들에게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아이가 자연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믿고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순선생님만의 몫은 아니며, 숲교육에 참가하고 숲교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나는 왜 마무리가 안 돼지?”의 질문에 대하여 잠정적인 대답을 찾아보자면, 역설적으로 조
한나 숲선생님은 존재론적 숲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숲교육의 책임을 숲선생님이 

52) 원문의 출처, Weilbacher, M. 1994. Kids can save the earth-But is it their job? E 
Magazine, vol 6. December,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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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지 않고, 숲교육의 마무리를 참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존재론
적 숲교육이라면 그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은 숲선생님과 참가자 모두의 몫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숲선생님이 혼자 마무리를 하려고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오늘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참가자에게 기회를 주는 다른 방식으로 참가자와 마무리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 있다. 
정형화된 마무리가 아닌 방식이지만,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한 숲교육의 마무리를 생각할 수 있다.

“너무 심심하지 않나?”의 질문은 조한나 숲선생님이 보다 다채롭고 화려한 숲교육을 동경하
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존재론적 숲교육의 맥락이라면, 애써 지금과 굳이 
다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숲처럼 숲선생님의 모습도 
이미 그대로 존중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 연구자의 성장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중 나의 중요한 네 가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나는 연구를 시작하는 서론에서 나
의 연구문제에 잠정적인 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
이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방향성을 검토함으로 이를 통한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로 자연체험교육, 자연
체험활동, 자연친화교육, 자연친화활동, 숲체험교육, 숲체험탐방, 숲해설과, 숲탐방 등이 어떻
게 같고 다른지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나눔을 통해서 숲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숲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대해 보다 선명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
었다.

둘째는 나의 교육에 대한 자각이다. 처음에 나는 숲선생님들의 연령이 많은 것을 숲교육의 
어려움으로 이해했다. 높은 연령의 숲선생님들은 숲에서 아이들과 몸으로 상호작용하기 어렵
고, 그래서 아이들의 에너지에 크게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간격이 클 것이라 상상했다.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젊은 숲선생님들이 숲교육에서 상
호작용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연령이 높은 숲선생님이 젊은 숲선생님
에 비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아이들과 몸을 부대끼고 
상호작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아이, 한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여유
는 연륜 있는 숲선생님이 가진 장점이었다. 젊은 숲선생님들은 그런 여유를 갖기 어려울 것이
다. 그러나 재촉하지 않는 호흡으로 아이가 올 때까지,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런 나이와 연륜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삶이 그렇게 급하게 흘러가지 않아
도 저절로 간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은 여유와 호흡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었
다. 들숨과 날숨 그 둘의 낱낱의 교차하는 순간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
할 때, 그때 한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것, 마치 고문처럼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고 
아이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삶이 가진 무게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처음과 다르게 이해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숲선생님을 어느 부분에서 사랑하게 되었다. 숲선생님이 가진 
에너지와 열정으로 지금의 숲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인식론적 숲교육이거나 존재론
적 숲교육의 혼재 속에 진행되고 있더라도, 숲선생님들의 숲을 통한, 숲에 의한 선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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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동료 숲선생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숲교육이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성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후의 숲교육에서는 숲선생님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학습의 과정에
서 자신의 수업을 가꾸어가는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3) 숲선생님의 질문과 연구자의 성장
수업나눔을 통해 숲선생님은 숲교육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세 숲선

생님 중 조한나 숲선생님이 가진 질문을 살펴보고 이를 존재론적 숲교육의 관점에서 잠정적으
로 대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 스스로의 자기교육에 대한 연구자의 성장도 살펴보고
자 한다.

가. 숲선생님의 질문
조한나 숲선생님은 수업나눔 가운데 질문이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나?’, 

‘나는 왜 마무리가 안 되지?’, ‘너무 심심하지 않나?’등의 질문이었다. 수업나눔 자리에서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하였으나, 이 연구의 과정에서 그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될까?’의 질문은 숲선생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교육은 좋아
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알려줘야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이런 인식론적 교
육 관점에서 공부는 ‘스스로 하기 싫은 것’으로 상정되고, 교사는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
드는 역할을 가져왔다. 존재론적 숲교육의 관점에서는 그와 달리 교육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활동’이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숲선생님은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 좋아하
는 것을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숲교육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이들 스스로 자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또한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로, 아이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원함을 찾아 성취하고
자하는 코나투스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무엇을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알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존재론적 숲교육의 모습이다. 

와일바허의 이야기로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이지 아이들이 아니라는’(이재영 
2012에서 재인용52), 31p) 이야기는 아이의 체험이 숲선생님의 가르침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에서 이야기 되는 ‘아이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
이 없다(Sato, 2000)’는 것은 그러한 선순환의 시작이 숲선생님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이
야기 한다. 삶에서 싫어하는 것을 마주하고 어려운 것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평소
에 존중받아온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숲교육에서 숲선생님
이 지금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순간을 대비하여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
고, 아이들에게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아이가 자연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믿고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순선생님만의 몫은 아니며, 숲교육에 참가하고 숲교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나는 왜 마무리가 안 돼지?”의 질문에 대하여 잠정적인 대답을 찾아보자면, 역설적으로 조
한나 숲선생님은 존재론적 숲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숲교육의 책임을 숲선생님이 

52) 원문의 출처, Weilbacher, M. 1994. Kids can save the earth-But is it their job? E 
Magazine, vol 6. December,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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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지 않고, 숲교육의 마무리를 참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존재론
적 숲교육이라면 그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은 숲선생님과 참가자 모두의 몫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숲선생님이 혼자 마무리를 하려고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오늘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참가자에게 기회를 주는 다른 방식으로 참가자와 마무리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 있다. 
정형화된 마무리가 아닌 방식이지만,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한 숲교육의 마무리를 생각할 수 있다.

“너무 심심하지 않나?”의 질문은 조한나 숲선생님이 보다 다채롭고 화려한 숲교육을 동경하
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존재론적 숲교육의 맥락이라면, 애써 지금과 굳이 
다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숲처럼 숲선생님의 모습도 
이미 그대로 존중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 연구자의 성장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중 나의 중요한 네 가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나는 연구를 시작하는 서론에서 나
의 연구문제에 잠정적인 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
이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방향성을 검토함으로 이를 통한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로 자연체험교육, 자연
체험활동, 자연친화교육, 자연친화활동, 숲체험교육, 숲체험탐방, 숲해설과, 숲탐방 등이 어떻
게 같고 다른지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나눔을 통해서 숲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숲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대해 보다 선명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
었다.

둘째는 나의 교육에 대한 자각이다. 처음에 나는 숲선생님들의 연령이 많은 것을 숲교육의 
어려움으로 이해했다. 높은 연령의 숲선생님들은 숲에서 아이들과 몸으로 상호작용하기 어렵
고, 그래서 아이들의 에너지에 크게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간격이 클 것이라 상상했다.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젊은 숲선생님들이 숲교육에서 상
호작용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연령이 높은 숲선생님이 젊은 숲선생님
에 비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아이들과 몸을 부대끼고 
상호작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아이, 한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여유
는 연륜 있는 숲선생님이 가진 장점이었다. 젊은 숲선생님들은 그런 여유를 갖기 어려울 것이
다. 그러나 재촉하지 않는 호흡으로 아이가 올 때까지,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런 나이와 연륜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삶이 그렇게 급하게 흘러가지 않아
도 저절로 간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은 여유와 호흡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었
다. 들숨과 날숨 그 둘의 낱낱의 교차하는 순간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
할 때, 그때 한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것, 마치 고문처럼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고 
아이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삶이 가진 무게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처음과 다르게 이해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숲선생님을 어느 부분에서 사랑하게 되었다. 숲선생님이 가진 
에너지와 열정으로 지금의 숲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인식론적 숲교육이거나 존재론
적 숲교육의 혼재 속에 진행되고 있더라도, 숲선생님들의 숲을 통한, 숲에 의한 선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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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나는 숲교육 수업나눔의 연구를 통해 숲선생님들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처음의 나는 수업나눔을 하면 숲선생님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다소 미숙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숲교육 수업나눔 연구의 과정에서 수업과 전사록을 반복
해서 읽는 가운데, 숲선생님들이 나를 품고, 배려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드러내었는데, 처음에는 그 추진력이 나에
게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추진력이 숲선생님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기
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숲선생님들의 전문성은 외부의 연구자인 내가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숲선생님들의 자기이해가 수업나눔의 전부라는 것을 연구의 말미
에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주(主)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나는 객(客)이었으며, 숲선생님들이 객
(客)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숲선생님들 자신이 주(主)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사회가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나는 사회가 나를 평가함으로 등수를 매기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숲교
육 수업나눔의 과정에서,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우리 사회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숲선생님들이 나를 품어낸 것, 연구를 
살펴주는 선생님들의 노고, 이런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살펴주는 동료 연구자들을 통해 나
는 사회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수용하고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넷째는 나의 연구자로서의 성장이다. 연구과정에서 나는 원고를 재작성하면서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말과 글이 보다 많은 사람의 공감적 타당성을 갖
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글에는 훈련이 필요했다. 연구하는 기간 동안 지속해서 나는 나의 이
해와 감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다른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특히 원로를 쓰고 읽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나의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
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보고 처음에는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한 질서
가 ‘있는’ 숲교육으로 이해했었다. 그러나 수업영상과 수업나눔 영상을 지속해서 보는 과정 가
운데 질서는 있지만, 숲선생님과 아이들의 질서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을 발견하며, 
질서가 ‘다른’ 숲교육으로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에게는 숲선생님‘만’ 즐거
운 숲교육으로 작성했다가, 다시 숲선생님이 ‘먼저’ 즐거운 숲교육으로 나의 이해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의 과정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는 관점을 
발견하며 변화해왔다. 이런 나의 생각의 변화와 성장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며 이뤄졌다.

이런 나의 연구자로서의 성장은 이 연구가 아니었으면 갖지 못했을 것이다. 상심 속에 떨어
지고 그리고 그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질문이 아니고 문제여야 했던 것을 나는 
연구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알게 되었다. 문제의 집들 속에 있는 나의 연구문제를 마주하며 
‘나는 숲교육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과연 숲교육에 미쳐 있는가?’의 현실적인 질문
이 내 발 아래 있었고, 그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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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숲교육 수업나눔의 사례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얻은 내용이 연결가능한 영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밖 교육의 수업나눔 활동과 숲교육
을 통한 숲치유,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심화과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밖 교육의 수업나눔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활동이 아니다.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은 교실이 아닌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숲교육 역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실을 벗어나고, 학교를 벗어난 교육에 대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교실이나, 학교는 국가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학교 밖 교육의 많
은 부분은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뤄지기에 이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개입, 통제는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에서 숲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이런 사회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학교 밖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르 찾아보았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숲선생님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다. 자기만
족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수업나눔을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면서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장점과 단점
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선생님 수업의 좋은 점을 배울 수도 있다. 온전한 수업나
눔을 위해서는 함께 할 동료들을 찾고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조한나: 자기를 돌아보는게 좋은 것 같아. 자기 수업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방법론도. 자기를 돌아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 혼자 보는 것보다 그룹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연구자: 이것이(수업나눔이) 필요할까요?
조한나: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심해. 사실 선생님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거의 다에요. 
연구자: 같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조한나: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 단점이 빨리 보여, 내 단점은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 하하하하
이은영: 이렇게 보고, 상처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거 아니니까 좋은거지, 만약에.
조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지.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서로 바른 소리 막 해대고 그러잖아 하

하하하.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숲선생님들)조합을 잘 해야 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현장은 다양하다. 물환경지도사, 사회환경지도사, 기후변화지도
사, 에너지교육지도사, 미세먼지교육자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의 영역안에서 
교육에 대한 평가와개선이 추동되는 것에 반해 학교 밖 교육에서 자신의 수업을 살펴보고, 개
선하는 것은 그 유인이 부족하다. 수업나눔은 자기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수 있
고, 동료의 수업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수업나눔의 활동을 확산시키는데 한가지 어려움은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촉진자(facilitator)
의 역할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했다. 환경교육에서 사용되는 촉진자의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면서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 재설정되기도 하는데 그 역할의 행위자가 촉진자이
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했다. 수업나눔이라는 형식을 접해보지 못한 숲
선생님들과 수업나눔을 시작하기까지 연구자의 준비가 있었다. 연구자는 숲교육 수업을 직접 
촬영하고, 전사하고, 수업나눔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였다. 수업나눔의 초기에는 연구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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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나는 숲교육 수업나눔의 연구를 통해 숲선생님들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처음의 나는 수업나눔을 하면 숲선생님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다소 미숙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숲교육 수업나눔 연구의 과정에서 수업과 전사록을 반복
해서 읽는 가운데, 숲선생님들이 나를 품고, 배려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숲선생님들은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드러내었는데, 처음에는 그 추진력이 나에
게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추진력이 숲선생님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기
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숲선생님들의 전문성은 외부의 연구자인 내가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숲선생님들의 자기이해가 수업나눔의 전부라는 것을 연구의 말미
에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주(主)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나는 객(客)이었으며, 숲선생님들이 객
(客)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숲선생님들 자신이 주(主)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사회가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나는 사회가 나를 평가함으로 등수를 매기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숲교
육 수업나눔의 과정에서,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우리 사회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숲선생님들이 나를 품어낸 것, 연구를 
살펴주는 선생님들의 노고, 이런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살펴주는 동료 연구자들을 통해 나
는 사회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수용하고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넷째는 나의 연구자로서의 성장이다. 연구과정에서 나는 원고를 재작성하면서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말과 글이 보다 많은 사람의 공감적 타당성을 갖
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글에는 훈련이 필요했다. 연구하는 기간 동안 지속해서 나는 나의 이
해와 감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다른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특히 원로를 쓰고 읽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나의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
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보고 처음에는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한 질서
가 ‘있는’ 숲교육으로 이해했었다. 그러나 수업영상과 수업나눔 영상을 지속해서 보는 과정 가
운데 질서는 있지만, 숲선생님과 아이들의 질서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을 발견하며, 
질서가 ‘다른’ 숲교육으로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에게는 숲선생님‘만’ 즐거
운 숲교육으로 작성했다가, 다시 숲선생님이 ‘먼저’ 즐거운 숲교육으로 나의 이해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의 과정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는 관점을 
발견하며 변화해왔다. 이런 나의 생각의 변화와 성장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며 이뤄졌다.

이런 나의 연구자로서의 성장은 이 연구가 아니었으면 갖지 못했을 것이다. 상심 속에 떨어
지고 그리고 그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질문이 아니고 문제여야 했던 것을 나는 
연구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알게 되었다. 문제의 집들 속에 있는 나의 연구문제를 마주하며 
‘나는 숲교육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과연 숲교육에 미쳐 있는가?’의 현실적인 질문
이 내 발 아래 있었고, 그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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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숲교육 수업나눔의 사례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얻은 내용이 연결가능한 영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밖 교육의 수업나눔 활동과 숲교육
을 통한 숲치유,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심화과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밖 교육의 수업나눔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활동이 아니다. 존재론적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은 교실이 아닌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숲교육 역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실을 벗어나고, 학교를 벗어난 교육에 대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교실이나, 학교는 국가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학교 밖 교육의 많
은 부분은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뤄지기에 이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개입, 통제는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에서 숲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이런 사회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학교 밖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르 찾아보았다.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숲선생님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다. 자기만
족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수업나눔을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면서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장점과 단점
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선생님 수업의 좋은 점을 배울 수도 있다. 온전한 수업나
눔을 위해서는 함께 할 동료들을 찾고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조한나: 자기를 돌아보는게 좋은 것 같아. 자기 수업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방법론도. 자기를 돌아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 혼자 보는 것보다 그룹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연구자: 이것이(수업나눔이) 필요할까요?
조한나: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심해. 사실 선생님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거의 다에요. 
연구자: 같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조한나: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 단점이 빨리 보여, 내 단점은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 하하하하
이은영: 이렇게 보고, 상처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거 아니니까 좋은거지, 만약에.
조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지.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서로 바른 소리 막 해대고 그러잖아 하

하하하.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숲선생님들)조합을 잘 해야 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현장은 다양하다. 물환경지도사, 사회환경지도사, 기후변화지도
사, 에너지교육지도사, 미세먼지교육자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의 영역안에서 
교육에 대한 평가와개선이 추동되는 것에 반해 학교 밖 교육에서 자신의 수업을 살펴보고, 개
선하는 것은 그 유인이 부족하다. 수업나눔은 자기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수 있
고, 동료의 수업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수업나눔의 활동을 확산시키는데 한가지 어려움은 숲교육 수업나눔에서 촉진자(facilitator)
의 역할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했다. 환경교육에서 사용되는 촉진자의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면서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 재설정되기도 하는데 그 역할의 행위자가 촉진자이
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했다. 수업나눔이라는 형식을 접해보지 못한 숲
선생님들과 수업나눔을 시작하기까지 연구자의 준비가 있었다. 연구자는 숲교육 수업을 직접 
촬영하고, 전사하고, 수업나눔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였다. 수업나눔의 초기에는 연구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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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충실히 관찰하고자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야기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연구자도 대화에 참여한 측면이 있다.

수업나눔이 교실 밖 교육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촉진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
다. 촉진자는 수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이며, 또한 수업나눔의 결
과를 수렴할 수 있는 역량을 고민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허
형, 2010). 그러나 촉진자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
을 하는 사람이다. 수업나눔의 주요한 동력, 추진력(driving force)은 촉진자에게 있지 않고 
행위자에게 있다. 수업나눔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촉진자의 역할이나 영향이 클 수 있다. 촉
진자가 제기하는 질문이나 반응은 숲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영향
을 함께 고려하며 수업나눔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미리 점검하고, 수업나눔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숲교육을 통한 숲치유
치유의 숲(신원섭, 2005)의 이야기가 관심을 갖고,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숲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국 곳곳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만
들거나 참여자도 늘어나고 있다. 치유(治癒)는 병을 치료해 낫게 하는 것(민중서림편집국, 
2006)이고, 치료(治療)는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 낫게 함(민중서림편집국, 2006)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치료가 물리적인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라면, 치유는 그것과 다르게 상태를 호전시
키고 나아지게 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산림치유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김윤희 등, 2014; 이으뜸 
등, 2011; 정다워 등, 2014; 조택희, 이연호, 김상미, 2014). 이으뜸 등(2011)에 따르면 산림
치유의 프로그램으로 약 113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표, 주제, 영역, 숲체험중
심과 요법중심, 실시 주체, 장소에 따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구분하였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은 주로 심리·정서적 안정을 치유 목표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대부분
이 숲해설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강의 등 학습활동이 포함되는 사례가 
많았고, 혼자 하는 활동보다 전문가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활동이 많았다. 또한 산림치유 프로
그램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치유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산림치유 프로그램
의 내용은 많은 부분 숲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풍욕(숲에서 바람마시기), 맨발로 걷기 등의 
프로그램이 숲치유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유영 등, 2011; 유영선 등, 2014). 숲치유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무엇이 ‘숲치유’인가
를 고찰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숲에서의 경험이 참가자에게 어떤 치유적 효과를 주는가에 대
한 관심은 적어 보인다.

숲치유가 인간 존재가 숲에서 수용되는 것에 대하여 시작하기 위해서는 숲치유에서 ‘존재’
에 대한 관점이 요청된다. 의학적인 접근으로의 치유가 아니더라도, 숲교육을 통한 ‘존재의 수
용(존중)’에서 숲치유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치유를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것과 같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진경, 2011)’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 숲교육이 숲치유
의 측면을 담는다면, 그것은 존재의 수용, 존재의 존중에서 출발할 것이다. 숲교육은 학습자와 
숲선생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숲치유도 상처와 함께 존재하기를 선택하는 순
간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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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심화과정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7000여명에 달하는 숲해설가가 양성되어 있다. 숲해설가는 양

성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진다. 조찬희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환경
해설인력들은 심화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심화과정으로 지정
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심화과정 대신,   근래 매년 이뤄지는 숲해설가 대회를 통해 숲교육
에 대한 간접적이나마 심화, 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각지의 숲선생님들이 자발적인 관
심을 갖고 자신들의 관심분야를 공부하며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숲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숲선생
님들이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숲선생님
은 우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숲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수업을 살펴보며 공유하고, 갈등하고 대립하
고 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숲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드러내
고 소통을 시도하는 장(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숲선생님들은 우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
게 되었으며 서로의 숲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 동료를 이전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
었다.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심화과정으로 숲교육 수업나눔을 시도하는 것은 숲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환경지도사, 물지도사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
서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수업나눔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비추어보고 성장해 가
기를 기대해 본다.

2절에서는 숲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세 부분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 교육현장에 
숲교육을 적용, 숲교육을 통한 숲치유,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숲교육 
수업나눔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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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충실히 관찰하고자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야기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연구자도 대화에 참여한 측면이 있다.

수업나눔이 교실 밖 교육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촉진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
다. 촉진자는 수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이며, 또한 수업나눔의 결
과를 수렴할 수 있는 역량을 고민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허
형, 2010). 그러나 촉진자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
을 하는 사람이다. 수업나눔의 주요한 동력, 추진력(driving force)은 촉진자에게 있지 않고 
행위자에게 있다. 수업나눔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촉진자의 역할이나 영향이 클 수 있다. 촉
진자가 제기하는 질문이나 반응은 숲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영향
을 함께 고려하며 수업나눔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미리 점검하고, 수업나눔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숲교육을 통한 숲치유
치유의 숲(신원섭, 2005)의 이야기가 관심을 갖고,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숲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국 곳곳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만
들거나 참여자도 늘어나고 있다. 치유(治癒)는 병을 치료해 낫게 하는 것(민중서림편집국, 
2006)이고, 치료(治療)는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 낫게 함(민중서림편집국, 2006)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치료가 물리적인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라면, 치유는 그것과 다르게 상태를 호전시
키고 나아지게 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산림치유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김윤희 등, 2014; 이으뜸 
등, 2011; 정다워 등, 2014; 조택희, 이연호, 김상미, 2014). 이으뜸 등(2011)에 따르면 산림
치유의 프로그램으로 약 113개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표, 주제, 영역, 숲체험중
심과 요법중심, 실시 주체, 장소에 따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구분하였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은 주로 심리·정서적 안정을 치유 목표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대부분
이 숲해설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강의 등 학습활동이 포함되는 사례가 
많았고, 혼자 하는 활동보다 전문가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활동이 많았다. 또한 산림치유 프로
그램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치유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산림치유 프로그램
의 내용은 많은 부분 숲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풍욕(숲에서 바람마시기), 맨발로 걷기 등의 
프로그램이 숲치유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유영 등, 2011; 유영선 등, 2014). 숲치유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무엇이 ‘숲치유’인가
를 고찰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숲에서의 경험이 참가자에게 어떤 치유적 효과를 주는가에 대
한 관심은 적어 보인다.

숲치유가 인간 존재가 숲에서 수용되는 것에 대하여 시작하기 위해서는 숲치유에서 ‘존재’
에 대한 관점이 요청된다. 의학적인 접근으로의 치유가 아니더라도, 숲교육을 통한 ‘존재의 수
용(존중)’에서 숲치유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치유를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것과 같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진경, 2011)’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 숲교육이 숲치유
의 측면을 담는다면, 그것은 존재의 수용, 존재의 존중에서 출발할 것이다. 숲교육은 학습자와 
숲선생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숲치유도 상처와 함께 존재하기를 선택하는 순
간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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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심화과정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7000여명에 달하는 숲해설가가 양성되어 있다. 숲해설가는 양

성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진다. 조찬희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환경
해설인력들은 심화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심화과정으로 지정
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심화과정 대신,   근래 매년 이뤄지는 숲해설가 대회를 통해 숲교육
에 대한 간접적이나마 심화, 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각지의 숲선생님들이 자발적인 관
심을 갖고 자신들의 관심분야를 공부하며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숲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숲선생
님들이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숲선생님
은 우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숲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수업을 살펴보며 공유하고, 갈등하고 대립하
고 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숲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드러내
고 소통을 시도하는 장(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숲선생님들은 우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
게 되었으며 서로의 숲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 동료를 이전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
었다.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심화과정으로 숲교육 수업나눔을 시도하는 것은 숲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환경지도사, 물지도사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
서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수업나눔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비추어보고 성장해 가
기를 기대해 본다.

2절에서는 숲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세 부분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 교육현장에 
숲교육을 적용, 숲교육을 통한 숲치유, 숲해설가 양성과정의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숲교육 
수업나눔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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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1) 숲교육 뒤돌아보기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의 목적과 직결된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교육의 목적과 연결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전반적인 평가 방안을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숲교육에 제한
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평가방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평가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평가라는 단어부터 살펴보면 평가(評價)는 물건 값을 헤아려 매기는 것(민중서림편집국, 
2006)으로 물건의 값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 곧 타자(측량도구)의 관점이 도입되는 것을 내포
한다. 무엇을 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는 일이 곧 평가(評價)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숲교육에서 진행되어온 평가 방법은 참가자 만족도를 주로 이용했다(국립수목원 
엮, 2014). 이러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숲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혹은 관리자에게 숲
교육 참가자가 얼마만큼 만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가 무
엇을 중요하게 느끼고 생각하였는지 보다 위부에 정량화된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숲교육에서 ‘평가’라는 개념이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숲교육은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평가되기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전에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 이후에 참가
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주관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숲교육에서 마무리 활동으로 ‘뒤돌아보기’ 혹은 ‘성찰’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
니라, 최종적으로 참가자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숲교육에 참가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 시각적인 
표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 대인적인 ‘성찰’, ‘뒤돌아보기’, ‘소감 나누기’ 등이 숲
교육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숲교육의 ‘뒤돌아보기(성찰)’에 대하여 수업나눔에서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가 즐거워 보
일 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였을 때, 오늘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FESD1-117)”고 하였다. 그리고 올 때의 표정과 갈 때의 표정이 달라졌으면 숲교육을 잘 했
다고 생각했다. 이 문장이 숲교육을 돌아보는 대안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첫 째는 숲교육에 대하여 ‘마음(가슴)’으로 이해하기 이다. 이것은 점수나 퍼센트로 환원될 
수 없는 정성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숲교육에서 감각을 통한 교육이 중요한 것
을 떠올리면, 숲교육의 뒤돌아보기도 감각을 통해 이뤄질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참가자의 ‘능동적인 표현’을 통한 뒤돌아보기이다. 듣기-쓰기, 읽기-말하기는 서로 
짝을 이루는 활동이다. 우리 교육현실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중시하고, 쓰기보다 읽기를 강조
하는 측면이 있다. 듣기는 쓰기보다 수동적이고, 읽기는 말하기보다 수동적이다. 듣기와 읽기
가 강조된다는 것은 학습자의 수동성을 강조하고, 쓰기와 말하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습자의 능동성이 발현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숲교육은 이런 교육현실에 대하여 감각교육으로 다섯 가지 감각을 모두 활용하여 숲을 이해
하고 접근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숲을 듣는 다는 것, 숲에 대하여 
적는다는 것, 숲을 읽고 숲에 대해 말하는 것을 포함하여 숲을 냄새 맡고 느끼는 활동들을 다
양한 모습으로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발도르프 교육 사례에서 인간을 열두 가지 감각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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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Soesman, 2005)으로 발전시킨 것을 통해 숲교육에서 열두 가지 감각에 대한 평가의 관
점으로 확대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숲교육을 통해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
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이 성장할 수 있음에 대
한 지향을 함께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안적인 수업 되돌아보기의 사례로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살펴볼 수 있다(강지나, 이형철, 
2016; 한동균, 김성욱, 2015; 허영주, 2016). 유대인 학교에서는 교실이던, 도서관이던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둘이 서로 짝을 지어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하는 학습으
로 ‘하브루타’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가르쳐봐야 진짜 아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숲교육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많은 경우, 숲교육 상황에 숲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이야
기를 듣는다. 그런데 이런 주의를 주기 전에 아이들은 충분히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
야 한다. 조용히 하기 전에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어떨까? 앞서 
와일바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에 대한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이지 아이들이 아니
다. 숲에서 실컷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통해 아이들은 숲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
을 것이고,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에게 쓰는 일과 말하는 
일은 낯설고 일종의 두려움을 준다. 그러나 숲에서 실컷 이야기하기, 숲에서 실컷 자기에 대
해서 써보는 것은 어떨까? 충분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소통함으로 자
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희망한다.

발도르프나 키노쿠니의 사례와 같이, 숲교육이 궁극적으로 몸-머리-가슴의 통합을 돕는 활
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뒤돌아보기도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
야 한다. 

융은 몸-머리-가슴의 통합을 돕는 방식으로 만다라를 제안했다(정순영, 1998). 산스크리트
어로서 만다(manda)는 마음의 창 또는 본질을 나타내고, 라(la)는 소유 또는 성취를 의미하는 
접미사로 만다라는 ‘마음속에 참을 갖추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보리심’이
라는 뜻을 갖는다(정순영, 1998). 만다라 활동은 원안에 패턴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거나, 혹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다. 이렇게 원안에 그리는 모습은 자아(self)의 모습을 담고 있
는 것으로, 그 교육적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정여주, 2005; 정여주, 임대봉 2005).

· 자신에게 침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다.
· 정신을 집중함과 동시에 이완하며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분열된 것이 하나로 모아진다.
· 불안이 사라진다.
· 일체감을 경험한다.
· 원만한 성격을 키운다.
· 자신의 중심에서 나온 힘을 얻는다.
· 인간적인 따스함을 경험한다.
· 소란하고 산만한 외부세계를 떠날 수 있다. 
· 자기 자신과 단체생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다.
· 여유와 민감성을 갖는다.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세를 갖게 된다.
· 신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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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만다라 사례
(정여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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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1) 숲교육 뒤돌아보기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의 목적과 직결된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교육의 목적과 연결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전반적인 평가 방안을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숲교육에 제한
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평가방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평가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평가라는 단어부터 살펴보면 평가(評價)는 물건 값을 헤아려 매기는 것(민중서림편집국, 
2006)으로 물건의 값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 곧 타자(측량도구)의 관점이 도입되는 것을 내포
한다. 무엇을 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는 일이 곧 평가(評價)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숲교육에서 진행되어온 평가 방법은 참가자 만족도를 주로 이용했다(국립수목원 
엮, 2014). 이러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숲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혹은 관리자에게 숲
교육 참가자가 얼마만큼 만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가 무
엇을 중요하게 느끼고 생각하였는지 보다 위부에 정량화된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숲교육에서 ‘평가’라는 개념이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숲교육은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평가되기보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전에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 이후에 참가
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주관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숲교육에서 마무리 활동으로 ‘뒤돌아보기’ 혹은 ‘성찰’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
니라, 최종적으로 참가자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숲교육에 참가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 시각적인 
표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 대인적인 ‘성찰’, ‘뒤돌아보기’, ‘소감 나누기’ 등이 숲
교육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숲교육의 ‘뒤돌아보기(성찰)’에 대하여 수업나눔에서 조한나 숲선생님은 “아이가 즐거워 보
일 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였을 때, 오늘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FESD1-117)”고 하였다. 그리고 올 때의 표정과 갈 때의 표정이 달라졌으면 숲교육을 잘 했
다고 생각했다. 이 문장이 숲교육을 돌아보는 대안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첫 째는 숲교육에 대하여 ‘마음(가슴)’으로 이해하기 이다. 이것은 점수나 퍼센트로 환원될 
수 없는 정성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숲교육에서 감각을 통한 교육이 중요한 것
을 떠올리면, 숲교육의 뒤돌아보기도 감각을 통해 이뤄질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참가자의 ‘능동적인 표현’을 통한 뒤돌아보기이다. 듣기-쓰기, 읽기-말하기는 서로 
짝을 이루는 활동이다. 우리 교육현실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중시하고, 쓰기보다 읽기를 강조
하는 측면이 있다. 듣기는 쓰기보다 수동적이고, 읽기는 말하기보다 수동적이다. 듣기와 읽기
가 강조된다는 것은 학습자의 수동성을 강조하고, 쓰기와 말하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습자의 능동성이 발현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숲교육은 이런 교육현실에 대하여 감각교육으로 다섯 가지 감각을 모두 활용하여 숲을 이해
하고 접근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숲을 듣는 다는 것, 숲에 대하여 
적는다는 것, 숲을 읽고 숲에 대해 말하는 것을 포함하여 숲을 냄새 맡고 느끼는 활동들을 다
양한 모습으로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발도르프 교육 사례에서 인간을 열두 가지 감각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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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Soesman, 2005)으로 발전시킨 것을 통해 숲교육에서 열두 가지 감각에 대한 평가의 관
점으로 확대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숲교육을 통해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
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이 성장할 수 있음에 대
한 지향을 함께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안적인 수업 되돌아보기의 사례로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살펴볼 수 있다(강지나, 이형철, 
2016; 한동균, 김성욱, 2015; 허영주, 2016). 유대인 학교에서는 교실이던, 도서관이던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둘이 서로 짝을 지어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하는 학습으
로 ‘하브루타’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가르쳐봐야 진짜 아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숲교육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많은 경우, 숲교육 상황에 숲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이야
기를 듣는다. 그런데 이런 주의를 주기 전에 아이들은 충분히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
야 한다. 조용히 하기 전에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어떨까? 앞서 
와일바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에 대한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이지 아이들이 아니
다. 숲에서 실컷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통해 아이들은 숲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
을 것이고,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에게 쓰는 일과 말하는 
일은 낯설고 일종의 두려움을 준다. 그러나 숲에서 실컷 이야기하기, 숲에서 실컷 자기에 대
해서 써보는 것은 어떨까? 충분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소통함으로 자
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희망한다.

발도르프나 키노쿠니의 사례와 같이, 숲교육이 궁극적으로 몸-머리-가슴의 통합을 돕는 활
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뒤돌아보기도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
야 한다. 

융은 몸-머리-가슴의 통합을 돕는 방식으로 만다라를 제안했다(정순영, 1998). 산스크리트
어로서 만다(manda)는 마음의 창 또는 본질을 나타내고, 라(la)는 소유 또는 성취를 의미하는 
접미사로 만다라는 ‘마음속에 참을 갖추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보리심’이
라는 뜻을 갖는다(정순영, 1998). 만다라 활동은 원안에 패턴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거나, 혹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다. 이렇게 원안에 그리는 모습은 자아(self)의 모습을 담고 있
는 것으로, 그 교육적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정여주, 2005; 정여주, 임대봉 2005).

· 자신에게 침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다.
· 정신을 집중함과 동시에 이완하며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분열된 것이 하나로 모아진다.
· 불안이 사라진다.
· 일체감을 경험한다.
· 원만한 성격을 키운다.
· 자신의 중심에서 나온 힘을 얻는다.
· 인간적인 따스함을 경험한다.
· 소란하고 산만한 외부세계를 떠날 수 있다. 
· 자기 자신과 단체생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다.
· 여유와 민감성을 갖는다.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세를 갖게 된다.
· 신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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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만다라 사례
(정여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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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통한 효과성에 관한 것이었다. 만다라 미술치료가 ADHD 성향이 있는 유아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효과(윤은주, 이미옥, 2010),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기경숙, 정현주, 장현
덕, 2011), 비행청소년의 정서안정과 주의력집중에 미치는 효과(이정화, 류정미, 2014), 유치
원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백윤정, 백양희, 2010)가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만다라 미술치료를 도입하고 있다.

숲에서 만다라를 직접 그리거나 모양에 색칠하고 숲교육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
나의 뒤돌아보기 활동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만다라 활동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숲에서의 활
동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만다라가 아니어도 몸-머리-가슴을 
통합하는 다른 방법으로 명상이나 성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뒤돌아보기 활동을 고민할 수 있
다.

나는 숲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는데도 오래 동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은 ‘거의 모
든 꽃에 만다라가 있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다. 꽃을 보았지만, 왜 꽃을 좋아하는지 모른 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꽃이 이미 존재로 만다라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생각
하게 되었다. 자연에 있는 무수한 만다라를 바라보는 일이 꽃을 보는 일이었다는 것은 이전에
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이다. 꽃과 자연에 있는 만다라를 보면서, 만다라 활동을 통해서 
숲교육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는 문학을 통한 치유(이봉희, 2014), 시를 통한 치유(이봉희, 2006) 등의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숲교육에서도 뒤돌아보기 활동에 시를 지어보거나 글을 쓰는 활동으로 숲교육
의 갈무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숲교육 연구의 과제
국내 숲교육 관련한 학술지 연구를 살펴보면 1989년 고영주에 의해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5년 동안 약 400여편이 넘는 숲교육 관련 연구가 있었다(권정희, 
서범석, 2016). 숲교육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는 1999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약 30여편에 
달한다(부록1 참고).

지금까지 진행된 숲교육 관련연구의 대부분은 숲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는 일에 집중돼 있었다. 예를 들면 숲교육을 통해 사회성이 증가하고, 창의
력이 향상되고, 숲교육 대상을 주부,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으로 확장하는 연구가 이뤄졌
다(권정희, 서범석, 2016). 

외국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발견해서 국내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왔다(부록2 참고). 국내
의 전래놀이를 활용하여 숲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산림청, 국립수목원, 2015).

상대적으로 숲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개념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숲교육을 많이 진행하는 
유아생태교육학회를 바탕으로 곽노의(2010, 2011, 2012)가 논의한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
웠다. 숲교육이 무엇인가? 혹은 숲해설과 차이가 무엇인가? 활동과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을 고찰한 연구는 눈에 띄지 않고, 따라서 숲교육의 개념에 대한 교육학 고찰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숲교육을 교육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현장을 살펴보고, 수업나눔을 통해서 숲교
육을 메타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해해 보기를 시도했다. 특히 숲교육 중에서도 숲선생님의 자
기 이해에 관심을 갖고 수업나눔을 진행하였다. 이는 교육의 연구 내용으로 흔히 꼽는 철학 
및 역사, 발달 및 심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방법과 역할과 자세, 교사교육·직무·예비교
사·자원봉사자, 부모교육, 교육평가·교육 영향·교육효과, 정책, 현황분석, 기업과 기타의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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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연구 내용 중에서 교사교육에 관련된 하나의 작은 연구이다. 
그러나 숲교육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숲교육의 체험의 설계자로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를 살펴봄으로서 숲교육을 보
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숲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또마나부는 수업연구에 300시간 정도를 들이면 참가자 서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교실 밖 수업에서 300시간 까지는 아니더라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자신의 
숲교육을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를 찾는다면,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나눔의 말미에서 박현수 숲선생님은 내년에 다시 찍어도 좋다는 이야기로, 자신
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하여 고무적이었다.

이와 같은 숲교육 수업나눔의 후속연구가 이뤄진다면 숲교육 연구와 현장이 분리되지 않고, 
연구결과가 현장에 적용되거나 실천되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 노
력할 때, 숲교육 연구와 숲교육 현장이 긴밀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 밖 
교육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현장의 요구가 존재하나, 제도적으로 뒷받
침 되지 않는 학교 밖 숲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동인
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하나의 사례로서 시작하였지만, 이를 통해 다양
한 영역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영 등(2008)은 숲교육이 통합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탐색한 바 있다. 통합에 
대한 담론 중 김정윤(2014)은 통합이 ‘integration’과 ‘integrated’라는 용어로 구분하였다. 
‘integration’은 통합되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integrated’는 통합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이재영 등(2008)가 말한 통합적 가치의 이야기는 행위와 과정
으로서 integration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숲교육은 다른 것과의 통합적 가
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숲교육이 미술교육이나 생물교육과 갖는 통합적 가치
를 발견하는 것도 새로운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숲교육을 이후 비판이론의 방향으로 탐색될 수 있다. 숲교육은 지금까지공
학적으로 혹은 인식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 비판이론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자기 이해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내가 되는 지향을 
담고 있다. 이 사회 속에 내가 태어나서 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로부
터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다. 숲교육을 비판이론의 맥락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숲교육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 벗어
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숲교육 현장을 비판이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숲
교육은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될 것이다.

이상의 3절에서 숲교육에 대한 제언으로는 숲교육 되돌아보기와 이후 숲교육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연구를 갈무리하는 요약과 결론을 진행할 것이다.



- 133 -

치료를 통한 효과성에 관한 것이었다. 만다라 미술치료가 ADHD 성향이 있는 유아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효과(윤은주, 이미옥, 2010),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기경숙, 정현주, 장현
덕, 2011), 비행청소년의 정서안정과 주의력집중에 미치는 효과(이정화, 류정미, 2014), 유치
원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백윤정, 백양희, 2010)가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만다라 미술치료를 도입하고 있다.

숲에서 만다라를 직접 그리거나 모양에 색칠하고 숲교육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
나의 뒤돌아보기 활동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만다라 활동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숲에서의 활
동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만다라가 아니어도 몸-머리-가슴을 
통합하는 다른 방법으로 명상이나 성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뒤돌아보기 활동을 고민할 수 있
다.

나는 숲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는데도 오래 동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은 ‘거의 모
든 꽃에 만다라가 있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다. 꽃을 보았지만, 왜 꽃을 좋아하는지 모른 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꽃이 이미 존재로 만다라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생각
하게 되었다. 자연에 있는 무수한 만다라를 바라보는 일이 꽃을 보는 일이었다는 것은 이전에
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이다. 꽃과 자연에 있는 만다라를 보면서, 만다라 활동을 통해서 
숲교육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는 문학을 통한 치유(이봉희, 2014), 시를 통한 치유(이봉희, 2006) 등의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숲교육에서도 뒤돌아보기 활동에 시를 지어보거나 글을 쓰는 활동으로 숲교육
의 갈무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숲교육 연구의 과제
국내 숲교육 관련한 학술지 연구를 살펴보면 1989년 고영주에 의해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5년 동안 약 400여편이 넘는 숲교육 관련 연구가 있었다(권정희, 
서범석, 2016). 숲교육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는 1999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약 30여편에 
달한다(부록1 참고).

지금까지 진행된 숲교육 관련연구의 대부분은 숲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는 일에 집중돼 있었다. 예를 들면 숲교육을 통해 사회성이 증가하고, 창의
력이 향상되고, 숲교육 대상을 주부,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으로 확장하는 연구가 이뤄졌
다(권정희, 서범석, 2016). 

외국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발견해서 국내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왔다(부록2 참고). 국내
의 전래놀이를 활용하여 숲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산림청, 국립수목원, 2015).

상대적으로 숲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개념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숲교육을 많이 진행하는 
유아생태교육학회를 바탕으로 곽노의(2010, 2011, 2012)가 논의한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
웠다. 숲교육이 무엇인가? 혹은 숲해설과 차이가 무엇인가? 활동과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을 고찰한 연구는 눈에 띄지 않고, 따라서 숲교육의 개념에 대한 교육학 고찰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숲교육을 교육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현장을 살펴보고, 수업나눔을 통해서 숲교
육을 메타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해해 보기를 시도했다. 특히 숲교육 중에서도 숲선생님의 자
기 이해에 관심을 갖고 수업나눔을 진행하였다. 이는 교육의 연구 내용으로 흔히 꼽는 철학 
및 역사, 발달 및 심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방법과 역할과 자세, 교사교육·직무·예비교
사·자원봉사자, 부모교육, 교육평가·교육 영향·교육효과, 정책, 현황분석, 기업과 기타의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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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연구 내용 중에서 교사교육에 관련된 하나의 작은 연구이다. 
그러나 숲교육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숲교육의 체험의 설계자로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를 살펴봄으로서 숲교육을 보
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숲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또마나부는 수업연구에 300시간 정도를 들이면 참가자 서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교실 밖 수업에서 300시간 까지는 아니더라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자신의 
숲교육을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를 찾는다면,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나눔의 말미에서 박현수 숲선생님은 내년에 다시 찍어도 좋다는 이야기로, 자신
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하여 고무적이었다.

이와 같은 숲교육 수업나눔의 후속연구가 이뤄진다면 숲교육 연구와 현장이 분리되지 않고, 
연구결과가 현장에 적용되거나 실천되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 노
력할 때, 숲교육 연구와 숲교육 현장이 긴밀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 밖 
교육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현장의 요구가 존재하나, 제도적으로 뒷받
침 되지 않는 학교 밖 숲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동인
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숲교육 수업나눔은 하나의 사례로서 시작하였지만, 이를 통해 다양
한 영역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영 등(2008)은 숲교육이 통합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탐색한 바 있다. 통합에 
대한 담론 중 김정윤(2014)은 통합이 ‘integration’과 ‘integrated’라는 용어로 구분하였다. 
‘integration’은 통합되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integrated’는 통합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이재영 등(2008)가 말한 통합적 가치의 이야기는 행위와 과정
으로서 integration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숲교육은 다른 것과의 통합적 가
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숲교육이 미술교육이나 생물교육과 갖는 통합적 가치
를 발견하는 것도 새로운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숲교육을 이후 비판이론의 방향으로 탐색될 수 있다. 숲교육은 지금까지공
학적으로 혹은 인식론적 교육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 비판이론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자기 이해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내가 되는 지향을 
담고 있다. 이 사회 속에 내가 태어나서 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로부
터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다. 숲교육을 비판이론의 맥락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숲교육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 벗어
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숲교육 현장을 비판이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숲
교육은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될 것이다.

이상의 3절에서 숲교육에 대한 제언으로는 숲교육 되돌아보기와 이후 숲교육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연구를 갈무리하는 요약과 결론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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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마지막 7장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숲교육 수업나눔 사례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고찰할 것
이다. 각 연구문제가 갖게 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연구 결론(結論)53)을 서술하고
자 한다.

1. 요약
이 연구는 시작에서 숲교육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숲교육 이해는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숲교육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것, 두 번째는 숲교육
의 현장을 살펴보는 것, 세 번째는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숲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숲교
육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이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숲교육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숲교육은 어떻게 개념화 될 수 있는가?

숲교육다운 숲교육은 무엇인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
선 교육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교육이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을 살폈다. 우
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고 6.25를 경험한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시대 어린아이였던 사
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고, 양적인 증가가 중요했다. 그 시대 교육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정범모, 1968)’로 이해되었으며, 계획적 변화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은 지금의 어른이 되어있으며, 성장의 밑거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중
요한 기둥이 되었다. 이 시대의 교육은 공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공학적 개념의 ‘교육’에 따라 이뤄진 사회의 양적인 성장은 다시 우리를 앎에 대한 관심으
로 이끌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서 
인식론적 교육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상구와 하화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며, 교수자는 가르치
는 것으로 학습자는 배우는 것으로 역할이 설정되며 앎은 그 깊이를 더해갔다(장상호, 1994, 
1997, 2005). 교육계는 세속계(정치, 경제, 사회)와 구분되는 수도계의 일환으로 이해되었고,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다시 시대는 이러한 인식론적 교육을 넘어 또 다른 방향을 탐색한다. 무엇을 아는 것과 어
떻게 사는 것의 간격에 대한 성찰이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성과정으로 이해
되며, 교수보다 학습이 본질적이고, 교수의 주체로서 조상의 가르침과 같은 초자연적이거나 
무형적인 존재에 의해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조용환, 1997, 1999, 2012). 이것은 
학습자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의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며, 또 학습자를 하
나의 존재로 이해하고, 그 존재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접근이다. 이러한 교육을 존재론적 교
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교육의 하위개념으로 환경교육에 대하여 세 가지 철학적 관점을 고찰하였다. 경험 과학과 
해석 과학, 비판 과학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경험 과학이 기술 중심 환경관을 가지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환경적인 운영과 통제를 위한(for) 교육이라면, 해석 과학은 인간의 

53) 결론에는 두 가지 한자가 있다. 결론(結(맺을 결)論)은 결과를 결정하여 열매를 맺듯이 알맹이가 남
아 수확되는 의미로의 결론이며, 결론(決(터질 결)論)은 열린 의미의 결론이다. 막힌 물이 터지듯 그 
이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결론
(結論)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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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해와 간주관적 이해에 관심이 있다. 해석 과학은 사회 변화의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경적인 인
식과 해석을 위한 교육이었다. 비판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해방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나 구
성된 이해로부터 해방되도록 돕는 것이다. 시회의 이데올로기를 벗겨내기 시작하면서 비판과
학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숲교육은 교육에서 존재론적 관점에 기대고 환경교육에서는 해석적 과학의 관점에 기대어 
이해될 수 있다. 교육이 존재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존재의 성장을 돕는 것을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관점이기에 
학습자는 덩어리로 여겨지지 않으며, 자신의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존재의 개별적 성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교육인류학적 관점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
되었다.

숲에 대하여 물리적 의미, 철학적 의미, 문화적 의미, 교육적 의미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으며, 그렇게 숲은 인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론적 존재론’을 전재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숲과 교육의 합자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4가지 의미로서, 숲에서의 교육(education 
in the forest), 숲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the forest), 숲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forest), 숲에 의한 교육(forest by the forest)의 네 가지를 포함하여 숲교육(forest 
educ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숲해설의 개념이 가진 참가자의 무지와 수동성을 
넘어서고, 산림교육이 가진 법률용어, 행정용어를 넘어서는 하나의 제안으로 숲교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 또 전국에서 이뤄지는 많은 숲교육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
서기에, 제한적으로나마 숲교육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키노쿠니가 가진 
사례에서 자기결정, 개성화, 체험학습의 원칙을 탐색하였고, 발도르프에서 인간본성의 삼원리
로 육체-영혼-정신을 구분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
로 숲교육이 몸-머리-가슴을 연결하는 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탐색하였다.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며 교육에 대하여 존재론적 교육에 기대고, 환경교육에서 해석적 과
학의 철학에서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 몸-머리-가슴을 지닌 존재가 숲이라는 존재론적 관계
의 장(場)에서 숲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가자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그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는 숲교육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세 가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씨앗형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숲교육에서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기 위한 인식론적 
숲교육의 모습은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라는 표현에비추어 드러났다. 대부분의 숲선생님이 여
성인 현실에서 남성 숲선생님이 가진 에너지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업이었다. 
숲선생님은 아이들과 비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하는 부분을 보이며, 아이들이 가진 질서와 
숲선생님의 질서는 같은 순간도 있고 다른 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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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마지막 7장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숲교육 수업나눔 사례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고찰할 것
이다. 각 연구문제가 갖게 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연구 결론(結論)53)을 서술하고
자 한다.

1. 요약
이 연구는 시작에서 숲교육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숲교육 이해는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숲교육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것, 두 번째는 숲교육
의 현장을 살펴보는 것, 세 번째는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 숲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숲교
육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이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숲교육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숲교육은 어떻게 개념화 될 수 있는가?

숲교육다운 숲교육은 무엇인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
선 교육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교육이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을 살폈다. 우
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고 6.25를 경험한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시대 어린아이였던 사
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고, 양적인 증가가 중요했다. 그 시대 교육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정범모, 1968)’로 이해되었으며, 계획적 변화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은 지금의 어른이 되어있으며, 성장의 밑거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중
요한 기둥이 되었다. 이 시대의 교육은 공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공학적 개념의 ‘교육’에 따라 이뤄진 사회의 양적인 성장은 다시 우리를 앎에 대한 관심으
로 이끌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서 
인식론적 교육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상구와 하화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며, 교수자는 가르치
는 것으로 학습자는 배우는 것으로 역할이 설정되며 앎은 그 깊이를 더해갔다(장상호, 1994, 
1997, 2005). 교육계는 세속계(정치, 경제, 사회)와 구분되는 수도계의 일환으로 이해되었고,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다시 시대는 이러한 인식론적 교육을 넘어 또 다른 방향을 탐색한다. 무엇을 아는 것과 어
떻게 사는 것의 간격에 대한 성찰이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성과정으로 이해
되며, 교수보다 학습이 본질적이고, 교수의 주체로서 조상의 가르침과 같은 초자연적이거나 
무형적인 존재에 의해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조용환, 1997, 1999, 2012). 이것은 
학습자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의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며, 또 학습자를 하
나의 존재로 이해하고, 그 존재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접근이다. 이러한 교육을 존재론적 교
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교육의 하위개념으로 환경교육에 대하여 세 가지 철학적 관점을 고찰하였다. 경험 과학과 
해석 과학, 비판 과학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경험 과학이 기술 중심 환경관을 가지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환경적인 운영과 통제를 위한(for) 교육이라면, 해석 과학은 인간의 

53) 결론에는 두 가지 한자가 있다. 결론(結(맺을 결)論)은 결과를 결정하여 열매를 맺듯이 알맹이가 남
아 수확되는 의미로의 결론이며, 결론(決(터질 결)論)은 열린 의미의 결론이다. 막힌 물이 터지듯 그 
이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결론
(結論)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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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해와 간주관적 이해에 관심이 있다. 해석 과학은 사회 변화의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경적인 인
식과 해석을 위한 교육이었다. 비판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해방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나 구
성된 이해로부터 해방되도록 돕는 것이다. 시회의 이데올로기를 벗겨내기 시작하면서 비판과
학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숲교육은 교육에서 존재론적 관점에 기대고 환경교육에서는 해석적 과학의 관점에 기대어 
이해될 수 있다. 교육이 존재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존재의 성장을 돕는 것을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관점이기에 
학습자는 덩어리로 여겨지지 않으며, 자신의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존재의 개별적 성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교육인류학적 관점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
되었다.

숲에 대하여 물리적 의미, 철학적 의미, 문화적 의미, 교육적 의미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
으며, 그렇게 숲은 인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론적 존재론’을 전재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숲과 교육의 합자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4가지 의미로서, 숲에서의 교육(education 
in the forest), 숲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the forest), 숲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forest), 숲에 의한 교육(forest by the forest)의 네 가지를 포함하여 숲교육(forest 
educ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숲해설의 개념이 가진 참가자의 무지와 수동성을 
넘어서고, 산림교육이 가진 법률용어, 행정용어를 넘어서는 하나의 제안으로 숲교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세계적으로, 또 전국에서 이뤄지는 많은 숲교육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
서기에, 제한적으로나마 숲교육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키노쿠니가 가진 
사례에서 자기결정, 개성화, 체험학습의 원칙을 탐색하였고, 발도르프에서 인간본성의 삼원리
로 육체-영혼-정신을 구분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
로 숲교육이 몸-머리-가슴을 연결하는 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탐색하였다.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며 교육에 대하여 존재론적 교육에 기대고, 환경교육에서 해석적 과
학의 철학에서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 몸-머리-가슴을 지닌 존재가 숲이라는 존재론적 관계
의 장(場)에서 숲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가자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그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는 숲교육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세 숲선생님의 숲교육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세 가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씨앗형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숲교육에서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기 위한 인식론적 
숲교육의 모습은 ‘맞추는 사람은 빙고다’라는 표현에비추어 드러났다. 대부분의 숲선생님이 여
성인 현실에서 남성 숲선생님이 가진 에너지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업이었다. 
숲선생님은 아이들과 비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하는 부분을 보이며, 아이들이 가진 질서와 
숲선생님의 질서는 같은 순간도 있고 다른 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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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의 숲교육은 다채롭고 다양한 소재의 자연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열매를 
한 자리에서 경험하거나, 박주가리 씨앗을 열었을 때의 경험은 아이들을 ‘아~’, ‘와~’ 하게 만
들었다. 아이의 감각을 깨우기도 하고 지식을 전해주기도 해야 하는 숲선생님은 즐겁지는 않
지만, 해야 하는 것들을 채워 넣기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다.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단소통적인 자기화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에너지가 발산되어야 
한다는 숲선생님의 돌아봄 속에서, 아이들은 또 발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숲교육안으로 아이들은 탐방을 하듯 여러 곳과 여러 자연을 경
험하였으며, 이러한 숲탐방은 “출발”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은영 숲선생
님의 숲교육은 ‘줄다리기형 숲교육’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조한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안내자형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친구들
아”라는 표현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보세요는 존칭이고, 친구들이란 동년배의 사람을 
부르는 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속에 아이들을 존중하는 조한나 숲선생님
의 태도가 녹아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이들을 존중함의 연결선에서 스스로도 존중하는 상
호존중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역할을 주었고, 숲선생님으로 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작은 목소리와 적은 말수로 아이들은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스스로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러 주의집중을 시키지 않아도 숲선생님가까이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숲선생님의 역할로 다르게 등장한 것은 관찰과 기다림이었으며, 되돌려주기
(feedback)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세 숲선생님들의 수업나눔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서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보
기 어려웠던 자신의 수업영상을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숲교육에 대하여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이전에 회사의 CEO의 역할을 하였다. 전시해설사로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박현수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자
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배려있는 태도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숲에서 아이들
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이습지, 아차산, 효창공원 등의 다양한 공간에
서의 숲교육 경험이 풍부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았다. 
박현수는 아이들이 어떤 질서를 갖기 바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의 질서와 같기도 했고,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의 질서와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 숲에서 뛰어놀며 지냈던 것이 행복했다고 기억한다. 
그래서 아이들도 숲에서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중심으
로 당겨주거나(동기가 유발되면 강화하는 것을 의미), 숲선생님 스스로 다양한 자연물을 준비
하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채워 넣는 심정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 원예치료사이기도 한 숲선생님은 아이들
이 숲교육을 통해서 끈도 묶어보고, 자연물도 만져보는 것이 훌륭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아이에게 교육에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화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조한나의 성격은 숲교육에서 화를 내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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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성격이 유하기 때문에 화를 낼 일이 없고,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다. 본인이 그림을 배웠던 경험을 통해서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깊이 있게 관찰하면 다르
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관찰일기를 쓰고 공유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적은 말수와 
작은 목소리이기에 처음에는 산만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
고자 스스로 모여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숲교육을 함께 바라보고 수업나눔을 하면서 각자의 숲교육은 다양한 음식에 비유할 수 있었
다. 불고기, 피자, 냉면의 음식이 서로 다른 차이를 드러내며 음식의 다양한 종류 중 한 가지
가 되는 것처럼, 서로의 숲교육이 가진 차이를 보는 것은 개성을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숲교
육의 여러 가지 측면이 드러나는 일이기도 했다.

숲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숲교육을 잠정적으로 정리해보자. 숲교육의 10가지 
요소로는 프로그램, 숲선생님, 참가자(아이), 숲의 상황, 공간, 시간, 자연물, 아이들과 상호작
용, 교구·교재, 숲교육 외부상황을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숲교육의 성격으로는 즉흥성, 현장성, 
오감교육, 중층구조, 능동적 수동성, 안전과 모험의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숲교육 교수학습방
법으로는 관찰하기, 표현(글쓰기, 발표하기, 그리기), 설명, 놀이(학습놀이, 전래놀이, 자유놀
이), 탐색, 줍기, 만들기의 방법이 확인되었다. 숲교육의 특징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신기함을 경험할 수 있음으로 드러났다. 

숲교육의 서로 다른 네 가지 차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숲교육의 차원으로는, 주체, 철학, 
공간, 시간으로 구분되었다. 주체에서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철학에서 인
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 시간에서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 공간에서 교실 
안 숲교육 교실 밖 숲교육을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서는 수업나눔의 양상으로 공유, 갈등, 통합을 확인하였다. 세 숲선
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숲선생님의 자기 돌아보으로 숲선생님이 생각하
는 숲교육,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와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 가지 연구문제는 각 연구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살피며, 이후 숲교육 연구에서 더 많은 연구와 고찰이 이뤄
지고 이로 인해 숲교육다운 숲교육의 본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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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의 숲교육은 다채롭고 다양한 소재의 자연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열매를 
한 자리에서 경험하거나, 박주가리 씨앗을 열었을 때의 경험은 아이들을 ‘아~’, ‘와~’ 하게 만
들었다. 아이의 감각을 깨우기도 하고 지식을 전해주기도 해야 하는 숲선생님은 즐겁지는 않
지만, 해야 하는 것들을 채워 넣기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다.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단소통적인 자기화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에너지가 발산되어야 
한다는 숲선생님의 돌아봄 속에서, 아이들은 또 발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숲교육안으로 아이들은 탐방을 하듯 여러 곳과 여러 자연을 경
험하였으며, 이러한 숲탐방은 “출발”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은영 숲선생
님의 숲교육은 ‘줄다리기형 숲교육’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조한나 숲선생님의 숲교육은 ‘안내자형 숲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친구들
아”라는 표현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보세요는 존칭이고, 친구들이란 동년배의 사람을 
부르는 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속에 아이들을 존중하는 조한나 숲선생님
의 태도가 녹아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이들을 존중함의 연결선에서 스스로도 존중하는 상
호존중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역할을 주었고, 숲선생님으로 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작은 목소리와 적은 말수로 아이들은 숲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스스로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러 주의집중을 시키지 않아도 숲선생님가까이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숲선생님의 역할로 다르게 등장한 것은 관찰과 기다림이었으며, 되돌려주기
(feedback)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세 숲선생님들의 수업나눔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서 숲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보
기 어려웠던 자신의 수업영상을 동료 숲선생님과 함께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숲교육에 대하여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현수 숲선생님은 이전에 회사의 CEO의 역할을 하였다. 전시해설사로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박현수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자
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배려있는 태도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숲에서 아이들
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이습지, 아차산, 효창공원 등의 다양한 공간에
서의 숲교육 경험이 풍부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았다. 
박현수는 아이들이 어떤 질서를 갖기 바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의 질서와 같기도 했고,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의 질서와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은영 숲선생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 숲에서 뛰어놀며 지냈던 것이 행복했다고 기억한다. 
그래서 아이들도 숲에서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중심으
로 당겨주거나(동기가 유발되면 강화하는 것을 의미), 숲선생님 스스로 다양한 자연물을 준비
하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채워 넣는 심정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 원예치료사이기도 한 숲선생님은 아이들
이 숲교육을 통해서 끈도 묶어보고, 자연물도 만져보는 것이 훌륭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했다.

조한나 숲선생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아이에게 교육에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화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조한나의 성격은 숲교육에서 화를 내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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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성격이 유하기 때문에 화를 낼 일이 없고,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다. 본인이 그림을 배웠던 경험을 통해서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깊이 있게 관찰하면 다르
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관찰일기를 쓰고 공유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적은 말수와 
작은 목소리이기에 처음에는 산만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
고자 스스로 모여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숲교육을 함께 바라보고 수업나눔을 하면서 각자의 숲교육은 다양한 음식에 비유할 수 있었
다. 불고기, 피자, 냉면의 음식이 서로 다른 차이를 드러내며 음식의 다양한 종류 중 한 가지
가 되는 것처럼, 서로의 숲교육이 가진 차이를 보는 것은 개성을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숲교
육의 여러 가지 측면이 드러나는 일이기도 했다.

숲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숲교육을 잠정적으로 정리해보자. 숲교육의 10가지 
요소로는 프로그램, 숲선생님, 참가자(아이), 숲의 상황, 공간, 시간, 자연물, 아이들과 상호작
용, 교구·교재, 숲교육 외부상황을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숲교육의 성격으로는 즉흥성, 현장성, 
오감교육, 중층구조, 능동적 수동성, 안전과 모험의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숲교육 교수학습방
법으로는 관찰하기, 표현(글쓰기, 발표하기, 그리기), 설명, 놀이(학습놀이, 전래놀이, 자유놀
이), 탐색, 줍기, 만들기의 방법이 확인되었다. 숲교육의 특징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신기함을 경험할 수 있음으로 드러났다. 

숲교육의 서로 다른 네 가지 차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숲교육의 차원으로는, 주체, 철학, 
공간, 시간으로 구분되었다. 주체에서 숲선생님 중심 숲교육과 아이중심 숲교육, 철학에서 인
식론적 숲교육과 존재론적 숲교육, 시간에서 일회성 숲교육과 지속적 숲교육, 공간에서 교실 
안 숲교육 교실 밖 숲교육을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숲교육 수업나눔을 통해서는 수업나눔의 양상으로 공유, 갈등, 통합을 확인하였다. 세 숲선
생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숲선생님의 자기 돌아보으로 숲선생님이 생각하
는 숲교육, 세 숲선생님의 자기 이해와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 가지 연구문제는 각 연구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살피며, 이후 숲교육 연구에서 더 많은 연구와 고찰이 이뤄
지고 이로 인해 숲교육다운 숲교육의 본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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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숲교육 수업나눔은 처음 시도된 하나의 사례연구였다. 교육에서 존재론적 관점을 갖고, 환

경교육에서 해석적 과학의 입장에서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
에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는 일은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숲교육 수업나
눔을 통해 인식론적 교육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존재론적 교육으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숲교육이 비판과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존재론적 해방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나
의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껍질들을 발견하고, 그 껍질
을 깰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살펴보고 또 다르게 살아갈 힘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은 외부평가에 길들여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그래
서 마치 교육을 받으면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오해된다. 존재론적 숲교
육의 관점에서 외부평가는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존재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삶을 든
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과 다르게, 그 앎을 수용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숲교육에서 존재로서 숲선생님과 참가자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수용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외부 평가에 대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지금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사랑받고 행복하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할 때, 내적 평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숲
선생님이 가진 내적 평가는 나를 조용히, 깊고, 오래도록 흔들었다.

조한나: 나는 이제 잘 하려고 안 해. 잘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뭐든지 베려. 뭐든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해. 그냥 ‘내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하고 생각하지. 내가 잘해야지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지더라구.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한다 이거지. 남들에게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잘해야지? 이런 생각 버린 지는 오래됐어.

연구자: 선생님, 어떻게 그게 버려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타인평가, 외부시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
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버려요.

조한나: 그런데 그런 기대를 내가 못 채우니까. 그런 기대를 채우려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참아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까지야. 항상 내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 손님 오
면은 되게 친절하게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그걸 안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정
이 없다. 이런 소리도 좀 듣고(FESL3-334). 

누군가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은 존재론적 
숲교육에서 중요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숲은 인간존재를 수용할 충분한 품을 가지
고 있다.

존재론적 교육에서, 그리고 숲의 품에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우리 자신의 내면
으로 관점이 되돌아가는 순간에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
랑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140 -

참고문헌 

강병재, 김병수. (2015). 숲 활동에서 자연물 체험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219-240. 

강영식. (2009). 숲체험 활동이 환경친화적 태도와 생명존중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
육연구, 14(4), 137-158. 

강지나, 이형철. (2016). 질문중심 하브루타 과학수업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및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9(3), 309-322. 

강현석. (2007).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내러티브에 의한 수업비평의 지평과 가치 탐색. 
교육과정연구, 25(2), 1-35. 

고성우, 홍승호. (2010). 제주 곶자왈 숲 자연 놀이 체험 학습이 초등학생의 환경 감수성 변화
에 미치는 영향. 환경교육, 23(3), 97-114. 

고연주, 김영주, 이현주, 임규연. (2017).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 주제 분
석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4), 429-457. 

고영주. (1989). 산업사회시대를 바라보는 임업교육의 구상. 산림과학, 1(-),5-23.
곽노의. (2010). 자연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한국초등교육, 20(2),  173-196. 
곽노의. (2011). 숲유치원에서의 놀이와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5(3), 

1-23. 
곽노의. (2012).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기초한 숲유치원의 이해.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발

표대회, 2012(춘계),  3-24. 
곽영순, 김종윤. (2016). 한국형 교사 학습공동체의 특성과 과제. 교육과정평가연구, 19(1), 

179-198. 
교육부. (1992).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3.
국가환경교육센터. (2016). 한국 환경교육 현황연구. 국가환경교육센터.
국립산림과학원. (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형 산림교육 체계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

구.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2014a). (숲 해설 전문가 양성·훈련을 위한) 숲 해설 워크북. 파주: 이담Books. 
국립수목원. (2014b). 수목원 산림교육을 위한 전시·해설분야 전문가 양성·훈련과정개발.
권가영, 류경희, 강상. (2014). 산책을 통한 자연탐색활동이 만 1세 영아의 어휘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1), 125-144. 
권낙원. (2007a).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학습공동체 구성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학연

구, 7, 1-19. 
권낙원. (2007b). 전문학습공동체 구성 가능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2), 1-27. 
권영락. (2005). 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 시화호 생명지킴

이 생태안내자 양성과정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
권정희, 조승연, Tschapka. (2014). 비판 과학의 관점과 역량 모델에 기반한 ESD 수업지도안 

분석. 환경교육, 27(3),  359-383.
권정희, 서범석. (2016). 국내 숲교육 학술지 연구 현황 이해. 환경교육, 29(3),  297-320.
권치원, 이준, 김건우, 정다워, 최윤호, 임효진, 박범진. (2014). 도시숲 방문이 인체의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도시 생활권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논문
집, 2014(-), 358-358. 



- 139 -

2. 결론
숲교육 수업나눔은 처음 시도된 하나의 사례연구였다. 교육에서 존재론적 관점을 갖고, 환

경교육에서 해석적 과학의 입장에서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
에 숲교육의 개념을 탐색하는 일은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숲교육 수업나
눔을 통해 인식론적 교육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존재론적 교육으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숲교육이 비판과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존재론적 해방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나
의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껍질들을 발견하고, 그 껍질
을 깰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살펴보고 또 다르게 살아갈 힘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은 외부평가에 길들여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서열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그래
서 마치 교육을 받으면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오해된다. 존재론적 숲교
육의 관점에서 외부평가는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존재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삶을 든
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과 다르게, 그 앎을 수용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숲교육에서 존재로서 숲선생님과 참가자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수용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외부 평가에 대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지금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사랑받고 행복하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할 때, 내적 평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숲
선생님이 가진 내적 평가는 나를 조용히, 깊고, 오래도록 흔들었다.

조한나: 나는 이제 잘 하려고 안 해. 잘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뭐든지 베려. 뭐든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해. 그냥 ‘내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하고 생각하지. 내가 잘해야지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지더라구.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한다 이거지. 남들에게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잘해야지? 이런 생각 버린 지는 오래됐어.

연구자: 선생님, 어떻게 그게 버려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타인평가, 외부시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
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버려요.

조한나: 그런데 그런 기대를 내가 못 채우니까. 그런 기대를 채우려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참아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까지야. 항상 내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 손님 오
면은 되게 친절하게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그걸 안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정
이 없다. 이런 소리도 좀 듣고(FESL3-334). 

누군가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은 존재론적 
숲교육에서 중요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숲은 인간존재를 수용할 충분한 품을 가지
고 있다.

존재론적 교육에서, 그리고 숲의 품에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우리 자신의 내면
으로 관점이 되돌아가는 순간에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
랑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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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3 한국형   숲유치원 정착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와 효과분석 산림청
10 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한국형 산림교육 체계구축 및 프로그

램 개발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11 2016 캐나다 산림교육 동향 및 시사점 국립산림과학원
학술지
12 1997 네이처 게임 일본 자연주의자 협회

13 1998 생태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미국의 자연교육: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선경

14 1998 일본 자연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김상환
15 1998 일본의   자연교육 프로그램 김인호
16 2000 독일의   산림교육 활동 배상원
17 2003 독일의   숲유치원에 관한 연구 이명환
18 2003 독일 숲유치원의   현장 상황에 관한 연구 이명환
19 2006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프로그램: 한국과 미

국의 현황과 미래
조계중

20 2010 일본 환경교육의   전개 고찰 남경희
21 2010 숲유치원의   해외 동향 및 국내 도입 과제 한유미
22 2011 산림문화교육   해외사례 김기원
23 2012 독일의   숲유치원과 한국의 숲유치원 비교 연구 이명환
24 2014 영국의   숲 학교 운영현황 및 국내 숲유치원 활성화 방안 연구 신지연
25 2015 미국 영국, 캐나다의 숲과 자연교육 현황과 국내 숲유치원

의   정책 및 활성화에 대한 시사
신지연, 정민정

일반도서
26 1980 Trends in environmental education(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 배영사
27 1994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 호리 신이치로
28 1998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   the classic parents' 

& teachers' nature awareness guidebook
Joseph Cornell

29 2005 독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BLK Program 21)’ 사례조사를  
 통한 범교과적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지도안

교보생명 교육문화
재단

30 2006 あっ!こんな教育もあるんだ―学びの道を拓く総合学習 中野 光, 田村 真
広, 行田 稔彦

31 2007 (독일의) 숲유치원 이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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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숲교육관련 정부부처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목록(1999~2016.12)
편 년도 과제 명 연구책임자

1 1999 나무와 숲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윤여창

2 2000 산림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윤여창

3 2005 산림교육·문화인증에 관한 연구 이주희

4 2007 초·중·고등 교과서 내 산림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1년차 이재영

5 2008 숲속유치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광용

6 2008 청소년 산림교육용 교재개발을 위한 정보자료집 산림청

7 2008 초·중·고등 교과서 내 산림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2년차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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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1 산림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직무연수 표준커리큘럼 개발연구 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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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2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통합형 산림교육 멀티 교구 패키지개발 이재영

15 2013 국가산림교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요약보고서 김일억

16 2013 유아숲체험원 수요특성 분석 및 조성운영매뉴얼 마련 (사)나를만나는숲

17 2013 산림교육 종합계획 산림청

18 2013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활성화 과제 하시연

19 2013 숲, 사람을 키우다 산림청

20 2014 산림교육 전문가 공통교육과정 마련 및 표준교재 개발 김범수

21 2014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선방안 이주희
22 2014 산림기반 모험성 레크리에이션의 산림교육 활용방안 하시연
23 2014 수목원 산림교육을 위한 전시·해설분야 전문가 양성·훈련과정 개발 국립수목원

24 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형 산림교육 체계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25 2015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 하시연

26 2015 전통놀이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산림청

27 2015 2015년도 산림교육문화분야 사업계획 산림청

28 2016 2016년도 산림교육문화분야 사업계획 산림청
29 2016 캐나다 산림교육 동향 및 시사점 이연희
30 2016 자유학기 숲스쿨링 큰그림학교 산림청

31 2016 아동 숲교육 현장 위기∙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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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외 숲교육 참고문헌
번호 년도 제목 기관, 저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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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2015년 푸른초등학교 학교숲 활용교육 9/18 교안     
      

프로그램명  학교숲에서 함께 놀아요

목 표
* 학교숲에 사는 나무들과 친근하게 바라보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
* 오감체험과 자연놀이를 통해 정서적 인성과 생태적 감각을 함양한다.
* 숲체험을 통해 다름의 존중과 배려를 배우면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운영 대상 푸른초교 3- 7반  24명

장 소 푸른초 (학교 숲. 텃밭) 소요 시간 2~3교시 (09:50~11:20) 90분

준비물 가위, 루페, 소리 딱다구리 소재, 기타 

주제(소재) 학교숲에 자연의색과 소리

단계 주요내용 시간

도입
(만남)

* 자기나무 이름으로 인사하기
* 프로그램 일정소개와 주의사항
* 일지기록 확인 발표

25분

전개
(활동)

1.  기후변화와 숲의 관계
 *  배롱나무의 모습과 고향이야기
 *  열매 이동의 변화와 현재위치

2.  교정의 가을 단풍의 모습
 *  화살나무의 단풍관찰
 *  산사나무 열매의 모습과 효과

3.  자연놀이
 *  솔방울 하키 
 *  팔방치기 놀이

4. 창의활동
 * 소리 딱다구리 만들어 소리듣기 (꾸미고 색 칠하여 조립하기)

마무리 ** 체험 소감 느낌 나누기, 관찰일지 기록 정확히 정리하기

유의사항
 
- 관찰기록 노트 꼭 기록하고 챙겨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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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2015년 푸른초 학교숲 6회차 평가서

프로그램명   학교숲에서 함께놀아요! 장소 푸른초등학교 날씨 맑음

일  시 2015년 9월18일  2.3교시(09:50:11:20) 작성자 박

대  상  3학년 7반 24명 (2모듬 )
1. 진행내용
주제 : 학교숲의 자연의 색과 소리  

자료 및 준비물:  네임펜, 소리 딱따구리목재, 고무줄, 끈, 솔방울 하키 교구 ,팔방치기 돌, 기타

 * 인사하기 및 강사소개.
 * 생명의숲 소개
 * 프로그램소개 및 수업일정소개, 유의사항전달.
1. 기후변화와 숲의 관계
 * 우리학교의 주목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 배롱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푸른초(중부권) 및 강원도까지 넓혀진 상태랍니다.
2. 생태계의 변화된 모습
 * 요즈음 사과가 강원도 것이 더 맛있습니다.
 * 강원도에도 호두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 학교의 자작나무는 몇 년 이 자리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3. 오감체험
 * 자기나무 열매 맛보기
 * 떨어진 열매 종류 모아보고, 관찰하기
 * 열매야 멀리멀리 달아나라!
   - 팔방치기 (남여게임)
5. 자연놀이
 * 솔방울하키 (1,2조 시합, 백팀승리)
 * 소리딱다구리 색칠하고 조립하여 소리듣기

2. 평가
 
** 뜨거운 햇살아래 아랑곳 하지안고 열심히 뛰는 모습, 응원하는 소리 나도 좋았다.
** 이친구들이 소리딱다구리 만들기에 열공하는 모습 좋았으며, 시간이 다소 부족한 아쉬움 있
었다.

잘된 점 &부족한 점
- 잘: 아이들이 모두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
- 부: 시간이 부족한 아쉬움. 
3.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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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매 이동의 변화와 현재위치

2.  교정의 가을 단풍의 모습
 *  화살나무의 단풍관찰
 *  산사나무 열매의 모습과 효과

3.  자연놀이
 *  솔방울 하키 
 *  팔방치기 놀이

4. 창의활동
 * 소리 딱다구리 만들어 소리듣기 (꾸미고 색 칠하여 조립하기)

마무리 ** 체험 소감 느낌 나누기, 관찰일지 기록 정확히 정리하기

유의사항
 
- 관찰기록 노트 꼭 기록하고 챙겨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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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2015년 푸른초 학교숲 6회차 평가서

프로그램명   학교숲에서 함께놀아요! 장소 푸른초등학교 날씨 맑음

일  시 2015년 9월18일  2.3교시(09:50:11:20) 작성자 박

대  상  3학년 7반 24명 (2모듬 )
1. 진행내용
주제 : 학교숲의 자연의 색과 소리  

자료 및 준비물:  네임펜, 소리 딱따구리목재, 고무줄, 끈, 솔방울 하키 교구 ,팔방치기 돌, 기타

 * 인사하기 및 강사소개.
 * 생명의숲 소개
 * 프로그램소개 및 수업일정소개, 유의사항전달.
1. 기후변화와 숲의 관계
 * 우리학교의 주목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 배롱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푸른초(중부권) 및 강원도까지 넓혀진 상태랍니다.
2. 생태계의 변화된 모습
 * 요즈음 사과가 강원도 것이 더 맛있습니다.
 * 강원도에도 호두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 학교의 자작나무는 몇 년 이 자리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3. 오감체험
 * 자기나무 열매 맛보기
 * 떨어진 열매 종류 모아보고, 관찰하기
 * 열매야 멀리멀리 달아나라!
   - 팔방치기 (남여게임)
5. 자연놀이
 * 솔방울하키 (1,2조 시합, 백팀승리)
 * 소리딱다구리 색칠하고 조립하여 소리듣기

2. 평가
 
** 뜨거운 햇살아래 아랑곳 하지안고 열심히 뛰는 모습, 응원하는 소리 나도 좋았다.
** 이친구들이 소리딱다구리 만들기에 열공하는 모습 좋았으며, 시간이 다소 부족한 아쉬움 있
었다.

잘된 점 &부족한 점
- 잘: 아이들이 모두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
- 부: 시간이 부족한 아쉬움. 
3.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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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15년 푸른초등학교 학교숲 활용교육 10/30 교안           

프로그램명  학교숲에서 함께 놀아요

목 표

* 학교숲에 사는 나무들과 친근하게 바라보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안
다.
* 오감체험과 자연놀이를 통해 정서적 인성과 생태적 감각을 함양한다.
* 숲체험을 통해 다름의 존중과 배려를 배우면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일 시 2015년 10월 30일(금) 운영 대상 푸른초교 3- 7반  24명
장 소 푸른초 (학교 숲. 텃밭) 소요 시간 2~3교시 (09:50~11:20) 90분
준비물 가위, 루페, 단풍잎, 펀치 손코팅지, 기타 

주제(소재) 학교숲에 결실의 숲 가을 이야기

단계 주요내용 시간

도입
(만남)

* 자기나무 이름으로 인사하기
* 프로그램 일정소개와 주의사항
* 일지기록 확인 발표

25분

전개
(활동)

1.  울긋 불긋 단풍의 비밀 
 *  단풍은 잎이 붉은색 노란색 변하는 이유?
 *  열매의 역할
2.  나무의 번식전략
 *  화살나무의 관찰
 *  산사나무, 팥배나무 열매의 모습과 효과
3.  자연놀이
 *  솔방울 하키 
 *  교정의 단풍잎 수집 수량 및 모습관찰

4. 창의활동
 * 단풍잎 손 코팅 제작 (가방에 부착용)

마무리 ** 체험 소감 느낌 나누기, 관찰일지 기록 평가
** 학교 숲 교육 수업 개인 평가 발표

유의사항

 
- 학교 숲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나무를 사랑하며 가
꾸자!

- 158 -

부록6. 2015년 푸른초 학교숲 8회차 평가서

프로그램명  학교숲에서 함께 놀아요! 장소 푸른초등학교 날씨 맑음
일  시 2015년10월23일  2.-3교시(09:50-11:20) 작성자 이
대  상 3학년7반 25명 (2모둠)  9기 참관 2명. (토끼풀. 잣나무) 그 외 (권) 

1. 진행내용
주제 :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의 열매의 이동과 번식 전략
자료 준비물: 살레, 루페, 도토리 보자기. 열매숟가락 열매상자. 새피리 목걸이(목편피리. 
줄)네임펜
1. 결실의 가을 나무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  학교숲을 쭉 돌아보면서 나무들의 열매를 채집 관찰하기
잣송이. 모과나무 열매. 자작나무열매. 산딸나무열매. 
텃밭의 찔레나무. 맥문동. 나팔꽃 씨앗.
- 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엇는지 살펴보기 .
2. 나무의 열매는 왜? 엄마나무를 머리 떠나야 할까?
-씨앗이 엄마나무 아래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 날수 있는지?
-열매를 관찰하고 이동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숨어있는지?
-나무와 동물의 다른 점을 알아보았다.
3 .체집한 열매를 관찰하고 열매의 이동을 누가 돕는지 알아보았다.  
-열매를 만져보고 날려보고.굴려본다. 확대경으로 관찰한다.
 ( 바람. 동물.물. 스스로.튕겨.굴러가기)
4. 자연놀이  - 작은 씨앗이 한그루의 나무가 되기 위해~  /  -열매전달놀이
5. 새.그림 피리 만들기 ( 피리불기)
작은 열매의 이동을 돕는 참새. 곤출박이. 박새 그리고 꾸미기
6. 활동후의 느낌을 7글자로 표현하기
2. 평가

  학교숲을 쭉 걸으면서 열매를 채집하였다. 자신의 나무 열매를 관찰하며 둘러 보앗다.
아이들은 열매만 보면 먹어도 되냐고 물어 본다. 텃밭의 찔레열매를 한알씩 먹어보고 새처럼 똥을 
싸는 것을 흉내 내고  박주가리 씨앗도 날려보며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을 놀이로 
알아보았다. 새와 열매와의 관계를 알아 본 후의 목편 에 새 그림을 그리고 꾸미는 피리 만들기는 
열심히 하였다. 피리를 계속 불는 아이들이 있어서 완성 후에 실큰 불기로 약속하고 약속대로 피리 
실큰 부는 시간을 주었다. 피리연주 토실토실 아기돼지를 함께 불면서 수업을 마무리
- 1교시를 체육수업을 한 탓인지 시작부터 아이들이 집중이 잘 안되고 부산하였다.
- 7회차 수업으로 익숙해진 아이들이 질문도 많고 자기의 주장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잘된 점 &부족한 점
잘된점- 7회 수업으로 많이 익숙해진 아이들의 자유 분망한 에너지 넘치는 수업 .진행 하기는 힘
이 들었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 하였음  새 그림 피리 만들기는 아주 열심히 잘 하였음  
부족한점-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뛰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을 감지하고도 열매 멀리뛰기 놀이 
등 많이 뛰는  에너지 발산 놀이로 전환을 못해 아쉬움 이 남는 수업.

특이사항(공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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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15년 푸른초등학교 학교숲 활용교육 10/30 교안           

프로그램명  학교숲에서 함께 놀아요

목 표

* 학교숲에 사는 나무들과 친근하게 바라보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안
다.
* 오감체험과 자연놀이를 통해 정서적 인성과 생태적 감각을 함양한다.
* 숲체험을 통해 다름의 존중과 배려를 배우면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일 시 2015년 10월 30일(금) 운영 대상 푸른초교 3- 7반  24명
장 소 푸른초 (학교 숲. 텃밭) 소요 시간 2~3교시 (09:50~11:20) 90분
준비물 가위, 루페, 단풍잎, 펀치 손코팅지, 기타 

주제(소재) 학교숲에 결실의 숲 가을 이야기

단계 주요내용 시간

도입
(만남)

* 자기나무 이름으로 인사하기
* 프로그램 일정소개와 주의사항
* 일지기록 확인 발표

25분

전개
(활동)

1.  울긋 불긋 단풍의 비밀 
 *  단풍은 잎이 붉은색 노란색 변하는 이유?
 *  열매의 역할
2.  나무의 번식전략
 *  화살나무의 관찰
 *  산사나무, 팥배나무 열매의 모습과 효과
3.  자연놀이
 *  솔방울 하키 
 *  교정의 단풍잎 수집 수량 및 모습관찰

4. 창의활동
 * 단풍잎 손 코팅 제작 (가방에 부착용)

마무리 ** 체험 소감 느낌 나누기, 관찰일지 기록 평가
** 학교 숲 교육 수업 개인 평가 발표

유의사항

 
- 학교 숲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나무를 사랑하며 가
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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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2015년 푸른초 학교숲 8회차 평가서

프로그램명  학교숲에서 함께 놀아요! 장소 푸른초등학교 날씨 맑음
일  시 2015년10월23일  2.-3교시(09:50-11:20) 작성자 이
대  상 3학년7반 25명 (2모둠)  9기 참관 2명. (토끼풀. 잣나무) 그 외 (권) 

1. 진행내용
주제 :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의 열매의 이동과 번식 전략
자료 준비물: 살레, 루페, 도토리 보자기. 열매숟가락 열매상자. 새피리 목걸이(목편피리. 
줄)네임펜
1. 결실의 가을 나무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  학교숲을 쭉 돌아보면서 나무들의 열매를 채집 관찰하기
잣송이. 모과나무 열매. 자작나무열매. 산딸나무열매. 
텃밭의 찔레나무. 맥문동. 나팔꽃 씨앗.
- 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엇는지 살펴보기 .
2. 나무의 열매는 왜? 엄마나무를 머리 떠나야 할까?
-씨앗이 엄마나무 아래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 날수 있는지?
-열매를 관찰하고 이동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숨어있는지?
-나무와 동물의 다른 점을 알아보았다.
3 .체집한 열매를 관찰하고 열매의 이동을 누가 돕는지 알아보았다.  
-열매를 만져보고 날려보고.굴려본다. 확대경으로 관찰한다.
 ( 바람. 동물.물. 스스로.튕겨.굴러가기)
4. 자연놀이  - 작은 씨앗이 한그루의 나무가 되기 위해~  /  -열매전달놀이
5. 새.그림 피리 만들기 ( 피리불기)
작은 열매의 이동을 돕는 참새. 곤출박이. 박새 그리고 꾸미기
6. 활동후의 느낌을 7글자로 표현하기
2. 평가

  학교숲을 쭉 걸으면서 열매를 채집하였다. 자신의 나무 열매를 관찰하며 둘러 보앗다.
아이들은 열매만 보면 먹어도 되냐고 물어 본다. 텃밭의 찔레열매를 한알씩 먹어보고 새처럼 똥을 
싸는 것을 흉내 내고  박주가리 씨앗도 날려보며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을 놀이로 
알아보았다. 새와 열매와의 관계를 알아 본 후의 목편 에 새 그림을 그리고 꾸미는 피리 만들기는 
열심히 하였다. 피리를 계속 불는 아이들이 있어서 완성 후에 실큰 불기로 약속하고 약속대로 피리 
실큰 부는 시간을 주었다. 피리연주 토실토실 아기돼지를 함께 불면서 수업을 마무리
- 1교시를 체육수업을 한 탓인지 시작부터 아이들이 집중이 잘 안되고 부산하였다.
- 7회차 수업으로 익숙해진 아이들이 질문도 많고 자기의 주장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잘된 점 &부족한 점
잘된점- 7회 수업으로 많이 익숙해진 아이들의 자유 분망한 에너지 넘치는 수업 .진행 하기는 힘
이 들었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 하였음  새 그림 피리 만들기는 아주 열심히 잘 하였음  
부족한점-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뛰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을 감지하고도 열매 멀리뛰기 놀이 
등 많이 뛰는  에너지 발산 놀이로 전환을 못해 아쉬움 이 남는 수업.

특이사항(공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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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2015년 푸른초등학교 학교숲 활용교육 계획서

회차 주  제 활동내용 준비물

1회
5/22

학교숲에
인사하기

 

* 학교숲의 나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나무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이름은?
* 학교(푸른) 교목, 교화
- 광합성 놀이. 숲대문을 만들자!
- 만들기: 말의힘 긍정의 내별명 (압화이름표)

살레.루폐
나무나이테 샘플
보자기.하드보드지
압화.풀, 가위. 
펀치.목걸이줄

2회
6/12

서로 돕는 
꽃과 곤충

* 곤충을 유혹하는 꽃의 전략.
* 소나무와 잣나무
* 꽃의 수분을 돕는 곤충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닭! 나무!
- 손수건 풀꽃 물들이기

살례.루폐
손수건,동전.풀꽃.
받침대.oH필름
나뭇잎.꽃

3회
06/26

열매를 
키우는 여름

* 초록 열매의 보호색.맛.질감 관찰
*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겨울눈 관찰
* 햇빛과 그늘에서 자란 나뭇잎의 차이 조사  - 
- - 햇빛.가위.바위.보. 놀이
- 숲가꾸기: 화단위해식물 제거하기.  텃밭관리

살레.루폐.활동지
A4용지.

4회
07/10

학교숲에 
나비를 

부르려면!

* 식물의 생존전략
* 나비를 부르는 식물 짝꿍. 
* 몸에 이로운 식물. 해로운 식물. 
- 같은 향기를 찾아라!
- 허브 압화.부채 만들기

살레.루폐
사진 자료
향기주머니
부채.압화.한지 
풀,가위

5회
09/04

서로 먹고 
먹히는 

자연 생태계 

* 나무 한그루에 찾아오는 동물의 먹이
* 매미의 한살이.  진딧물과 무당벌레. 
* 먹이그물 만들기
- 생태계의 일원인 우리의 실천사항 빙고
- 에코 가방 만들기

활동자료
먹이그물이름표
천연물감.나뭇잎
광목주머니

6회
09/18

자연의 색감
천연염색

* 기후변화와 숲의 관계
* 식물. 동물, 광물에서 천연색감
* 학교숲에서 쑥. 감. 애기똥풀.등 천연염료찾기
- 애기똥풀 천연물감만들기. 무늬 만들기       
- - - 애기똥풀 손수건 염색하기

애기똥물천연염료
대야 발래줄. 
집게.매염재.고무줄
.집게
손수건

7회
9/25

와글 와글 
못말리는 

곤충!

* 학교숲. 텃밭에는 어떤 곤충이 살고 있나?
* 곤충의 번성 이유
* 매미. 개미. 꿀벌의 생태
- 주사위로 곤충 그리기 놀이
- 자연물로 매미 만들기 

살레. 루폐
곤충표본
하드보드지
은행알.하드보드지
네임펜

8회
10/21

결실의 숲 
가을 이야기

* 울긋 불긋 단풍의 비밀
* 나무의 번식전략
* 열매전달 놀이
- 학교숲 체험을 통한 소감문쓰기  발표하기

살레. 루페
열매. 열매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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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대분류(프로그램)중 중분류-소분류의 예시

중분류 소분류 Data 코드

관찰 
프로
그램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
　

그룹을 지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1-21

혼자  하면은 조금 관찰하는데 약간 못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4명이나 
3명이 함께 관찰을 하면은 니 나무는 어떻고 내 나무는 어떤지 금새 그  
차이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책에도 내가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거야. 관찰일지 만들어서 매주 이파리 하나라도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줄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나무를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해가면. 처음에 써 놓으면 대충 알잖아. 아주 10분이면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숙제만, 그 정도의 일만 고 자리에서 하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 기록이 제일 오래 남아요

1-29

수업 시간에 관찰
　

고 시간에 하면 좋았지 않나 1-23

고 시간에 관찰을 하도록 1-24

관찰일지는 모아두기 그것을 집에 가져가면 안 되더라구요. 걷어 놔야해 1-38

지속적인 관찰이 
좋은 것 같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33

우리도  오늘 나뭇잎을 봤네하고 몇 줄 써놓으면은 이게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업은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

1-41

그  다음에 일지를 쓰는데 조용해지면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쓰는 
거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너무 기대 안하고 가르쳤나 반성이 되는거야.  
그 다음에는 일지 쓰는 것이 재미있고, 조용히 하고 발표도 태도가 
좋아졌더라구.

1-68

이름으로가아니라특성을자꾸보는거야,특징을그림을그릴때도귤놓고그리라
고하면못그려요.그냥동그라미.그리고계속보는거야. 2-71

계속두부한모를가져다놓고그림을그리면달라져요.보이는거야 2-72

아이들에게관찰을시키는것이지요.보이는걸말해봐.잎사귀를봐,아이들이집중
을한다는거지.다른잎사귀랑어떤차이가있나.잎맥도다르잖아요.잎사귀를봐,
아이들이집중하게만드는거지

2-73

줄기도만져보고결도만져보고안아도보고나무들이갖는느낌도다다르더라구요
.어떤나무는겨울에안아도따듯하고,어떤나무는차갑고이런촉감들이되게좋은
것같아요.그래서그런식으로

2-74

우리가지금지금귤하나그리면못그려.그냥동그라미야.그런데자꾸보다보면은
보인다니까.꼬다리도보이고결도보이고.보여요.그래서오래두고봐야해.아는
만큼보인다.그런말도역사를볼때이야기하지만,우리가이것(귤)을볼때도자꾸
보면다르게보인다니까

2-77

관찰일지 발표는 
모든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아예 지목을 할 때, 안 하는 아이들을 시켜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의외로 잘하고, 자신감이 붙더라구 1-69

아이들에게  누구 한번 발표해볼레? 돌아가면서 자기가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3

워크북은 간단하고 
쉽게 그 워크북에는 정말 간단하게 쉽게 1-40

함께 공유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돌아가면서 한 번 전부 읽을 수 있는 모양새가 나와주어야 
하는데 1-71

능동적인 발표, 
스스로를 표현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자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1-72

아이들의 
주의집중보다 
발표하는 아이의 
경험이 중요

집중을 바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시끄러워도 
발표하는 아이에게는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1-7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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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2015년 푸른초등학교 학교숲 활용교육 계획서

회차 주  제 활동내용 준비물

1회
5/22

학교숲에
인사하기

 

* 학교숲의 나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나무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이름은?
* 학교(푸른) 교목, 교화
- 광합성 놀이. 숲대문을 만들자!
- 만들기: 말의힘 긍정의 내별명 (압화이름표)

살레.루폐
나무나이테 샘플
보자기.하드보드지
압화.풀, 가위. 
펀치.목걸이줄

2회
6/12

서로 돕는 
꽃과 곤충

* 곤충을 유혹하는 꽃의 전략.
* 소나무와 잣나무
* 꽃의 수분을 돕는 곤충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닭! 나무!
- 손수건 풀꽃 물들이기

살례.루폐
손수건,동전.풀꽃.
받침대.oH필름
나뭇잎.꽃

3회
06/26

열매를 
키우는 여름

* 초록 열매의 보호색.맛.질감 관찰
*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겨울눈 관찰
* 햇빛과 그늘에서 자란 나뭇잎의 차이 조사  - 
- - 햇빛.가위.바위.보. 놀이
- 숲가꾸기: 화단위해식물 제거하기.  텃밭관리

살레.루폐.활동지
A4용지.

4회
07/10

학교숲에 
나비를 

부르려면!

* 식물의 생존전략
* 나비를 부르는 식물 짝꿍. 
* 몸에 이로운 식물. 해로운 식물. 
- 같은 향기를 찾아라!
- 허브 압화.부채 만들기

살레.루폐
사진 자료
향기주머니
부채.압화.한지 
풀,가위

5회
09/04

서로 먹고 
먹히는 

자연 생태계 

* 나무 한그루에 찾아오는 동물의 먹이
* 매미의 한살이.  진딧물과 무당벌레. 
* 먹이그물 만들기
- 생태계의 일원인 우리의 실천사항 빙고
- 에코 가방 만들기

활동자료
먹이그물이름표
천연물감.나뭇잎
광목주머니

6회
09/18

자연의 색감
천연염색

* 기후변화와 숲의 관계
* 식물. 동물, 광물에서 천연색감
* 학교숲에서 쑥. 감. 애기똥풀.등 천연염료찾기
- 애기똥풀 천연물감만들기. 무늬 만들기       
- - - 애기똥풀 손수건 염색하기

애기똥물천연염료
대야 발래줄. 
집게.매염재.고무줄
.집게
손수건

7회
9/25

와글 와글 
못말리는 

곤충!

* 학교숲. 텃밭에는 어떤 곤충이 살고 있나?
* 곤충의 번성 이유
* 매미. 개미. 꿀벌의 생태
- 주사위로 곤충 그리기 놀이
- 자연물로 매미 만들기 

살레. 루폐
곤충표본
하드보드지
은행알.하드보드지
네임펜

8회
10/21

결실의 숲 
가을 이야기

* 울긋 불긋 단풍의 비밀
* 나무의 번식전략
* 열매전달 놀이
- 학교숲 체험을 통한 소감문쓰기  발표하기

살레. 루페
열매. 열매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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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대분류(프로그램)중 중분류-소분류의 예시

중분류 소분류 Data 코드

관찰 
프로
그램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
　

그룹을 지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1-21

혼자  하면은 조금 관찰하는데 약간 못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4명이나 
3명이 함께 관찰을 하면은 니 나무는 어떻고 내 나무는 어떤지 금새 그  
차이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책에도 내가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거야. 관찰일지 만들어서 매주 이파리 하나라도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줄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나무를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해가면. 처음에 써 놓으면 대충 알잖아. 아주 10분이면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숙제만, 그 정도의 일만 고 자리에서 하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 기록이 제일 오래 남아요

1-29

수업 시간에 관찰
　

고 시간에 하면 좋았지 않나 1-23

고 시간에 관찰을 하도록 1-24

관찰일지는 모아두기 그것을 집에 가져가면 안 되더라구요. 걷어 놔야해 1-38

지속적인 관찰이 
좋은 것 같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33

우리도  오늘 나뭇잎을 봤네하고 몇 줄 써놓으면은 이게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업은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

1-41

그  다음에 일지를 쓰는데 조용해지면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쓰는 
거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너무 기대 안하고 가르쳤나 반성이 되는거야.  
그 다음에는 일지 쓰는 것이 재미있고, 조용히 하고 발표도 태도가 
좋아졌더라구.

1-68

이름으로가아니라특성을자꾸보는거야,특징을그림을그릴때도귤놓고그리라
고하면못그려요.그냥동그라미.그리고계속보는거야. 2-71

계속두부한모를가져다놓고그림을그리면달라져요.보이는거야 2-72

아이들에게관찰을시키는것이지요.보이는걸말해봐.잎사귀를봐,아이들이집중
을한다는거지.다른잎사귀랑어떤차이가있나.잎맥도다르잖아요.잎사귀를봐,
아이들이집중하게만드는거지

2-73

줄기도만져보고결도만져보고안아도보고나무들이갖는느낌도다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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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Forest Education in Korea through a Case-Based 
Analysis of Lesson-Sharing

Kwon, Choung-Hee
Major Advisor: Lee, Do-Won, Ph.D.

Due to urbanization, many people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have 
become disconnected from nature. As a result, they have less opportunity to 
experience nature directly and, in turn, demand more forest education. Therefore, 
it is now important to review how it has developed in Korea.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forest education in Korea by taking three 
different qualitative approaches. First, I explored the concept of forest educatio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papers. Second, I 
conducted participatory research in an actual forest education setting. Third, I 
developed “lesson-sharing” and engaged forest education teachers. For this, three 
teachers with over five-years’ experience in forest education were selected from 
“The Happiness Forest,” a teachers’ group in the Forest for Lif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was willing to participate. Overall, this is a case-based inquiry 
utilizing videotaping, lesson-sharing,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First, the literature review explored the meaning of forest education from four 
different perspectives: (1) education about forests, (2) education in forests, (3) 
education for forests, and (4) education by forests. It was found that forests c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relational ontology: the concept of forest education 
reflects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Furthermore, ten 
elements of forest education were identified: forest teacher, participant, program, 
time, space, forest situation, natural object, interaction, teaching materials, and 
external situation. In addition, there were six characteristics: on-site education, 
sensory education, active passivity, safety-adventure and improvisation. The 
teaching-learning method in forest education demonstrated seven aspects: 
observation, expression, explanation, play, searching, picking, and making. Its most 
distinctive aspect, though, was its break with the traditional anthropocentric 
perspective, providing participants with a novel experience. 

Forest education was also classified according to subject, philosophy, time, and 
location. Each category was further subclassified into: teacher- or child-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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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or subject; for philosophy, epistemological or ontological education; 
either one-time or long-term forest education, for time; and finally, for space, 
in-class or outdoor. 

Second, three common themes of shared, conflicting, and assimilated views 
ran through the process of lesson-sharing; the three teachers displaye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lso, the teachers’ self-reflection identified three types 
of forest education: seed, tug-of-war, and guide. 

The teachers shared views on noisy participants, most memorable and 
challenging moments, susceptibility to participants, and general difficulties. 
However, their views conflicted over whether they should set certain assignments 
or allow participants to simply walk through the forest, and whether or not 
backpacks should be carried. In terms of assimilating different views, the teachers 
discussed how to guide students, planning lessons, and allowing opportunities for 
chance discoveries and entertainment. 

The teachers displayed similarities in being good at nonverbal communication,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to participants, utilizing all five senses, and exhibiting 
sensitivity. Their differences lay in their priorities for forest education and 
different ways of interacting with others. For instance, the first teacher, named 
Hyunsoo Park, emphasizes maintaining order, while the second, Eunyoung Lee, 
used both rationality and sensibility; on the other hand, the third, Hanna Cho, 
prefers to offer the opportunity for adventure rather than worry about safety. 
Overall, lesson-sharing allowed teachers to better understand not only themselves 
but also others as forest education teachers.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meaning of forest education through exploring 
the concept of forest education and conducting case studies on lesson-sharing. 
Both the quality and direction of a rapidly expanding forest education,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education, was thus highlighted for today’s 
society. My aim is to suggest a reflective guide for forest educa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as a field of environmental education. 

  

Key words: forest education, lesson sharing, case study, ontological fores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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