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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럽의 숲유치원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유아기 숲 체험의 교육적 효과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2011년 유아숲체험장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지자체 중 가장 활발

하게 유아숲체험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소규모 유아숲

을 포함하여 약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 정의와 조성 및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유아숲체험장은 유아가 산림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 시설이며, 숲이라는 환경에 특정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숲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시설물 위주의 환경에서는 유

아가 형식이나 규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연물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놀이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대상으로 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현황을 

살피고 유아의 숲 체험과 숲 체험 공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울시 유아숲

체험장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유아와 유아 숲 체험의 개념을 알고 이상적인 숲 체험 방향을 

탐구하였고,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

아숲체험장을 구성하는 공간, 행위, 사람에 대한 현황과 관점을 파악하였다. 

서울시 자치구별 유아숲체험장 2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평균적인 물리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연구 결과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위치적 특성과 공간 구조에 따

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특징을 갖는다. 조성 위치에 따

라 평지형과 산지형,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는 혼합형으로 나뉘며 공간 구

조와 체험 공간의 배치에 따라 응집형과 분산형으로 분류된다. 동시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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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장은 숲 체험 효과를 높이는 대상지만의 특징을 갖는다. 유아숲체

험장 주변 환경의 강점을 파악하여 이를 드러냄으로써 숲 체험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숲체험장은 운동놀이 영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 

신체 발달을 위한 놀이 시설물이 운동놀이 영역에 속한다. 영역별 체험 공간

을 고르게 구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연구 결과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시설 위주로 조성되고 있었다. 이는 유

아의 발달 과정을 고려한 흥미 영역에 맞게 숲 체험 공간이 구성되는 과정

에서 각 영역별 놀이 행태가 시설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숲체

험장 수업을 진행하는 유아숲지도사의 입장에서 놀이 시설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숲이 낯선 유아는 익숙한 시설 놀이를 통해 숲에 빠르게 적응

하기 때문이다. 시설물이 유아와 자연 사이의 매개체가 됨으로써 숲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물리적 차원에서 시설 위주로 조성되었음은 사실이나 이를 숲 체험 효과를 

낮추는 단편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숲 체험 효과는 물리적 공간, 체험 

프로그램, 교사와 지도사의 역량과 태도 모든 것이 이뤄졌을 때 극대화된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연구를 통해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평균적인 물리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숲 체험 공간에 대한 고찰과 실

질적인 이용 주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 원칙과 공간 개선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유아숲체험장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유아숲체험장, 유아, 숲 체험, 현장조사, 계획 원칙, 공간 개선, 

실외놀이 흥미영역

학  번 : 2018-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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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상시 숲 체험이 가능한 교육공간으로(서울시청 

2017), 최근 가장 활발한 숲 놀이 환경 조성 사업 중 하나이다(강태순 

2015, p.2). 서울시는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52개소를 조성하였고, 2023

년까지 소규모 유아숲을 포함하여 총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유아숲체험장에서의 숲 체험을 위해 연간 사전 신청을 한 유아교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700곳에 이를 정도로 유아교육 분야와 학부모의 

수요도 매우 높다(김진수 2019). 

유아의 숲 체험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 독일 숲유치원이 국내에 소개

되면서 시작되었다. 숲유치원이란 유아가 유치원 건물이 아니라 숲으로 통학

하여 활동하는 일종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숲유치원의 유아는 날씨에 상관없이 

땅바닥이나 쓰러진 나무 위에 앉거나 야외에서 밥과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물(흙, 돌멩이, 나뭇잎, 꽃, 풀, 샘물, 빗물 등)을 가지고 자유놀

이를 한다(서영민 2015, p.41). 이러한 유럽 숲유치원 사례를 통해 유아기의 

숲 체험이 유아의 신체·언어·정서·사회성·창의력 등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교육적 효과가 알려졌고, 숲유치원의 교육 방식과 운영 체

계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이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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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랑스 Les Enfants Buissonniers

(Les Enfants Buissonniers 2019.11.12.)
 [그림 2] 독일 Waldwichtel e.V. 

(Waldkindergarten Waldwichtel e.V. im 

Stockheimer Wald 2019.08.26)

[그림 3] 독일 Frankfurter Stadtwald

(대한민국 산림청 블로그 2019.11.12.)

 
[그림 4] 독일 Wuppertaler Kitakinder

(Westdeutsche Zeitung 2020.03.12.)

정부 주도의 유아숲 조성 사업의 시초는 2008년 산림청 ‘한국형 숲속 유

치원’ 사업으로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에서 시범적으로 체험형 숲유치

원이 운영되었다. 인천대학교 숲유아연구소와 협업한 인천 청량산 유아숲체

험원은 2008년 도입 당시 13,000명이 참여하였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125,300여 명이 참여하는 성장세를 보였다(이명환 2009, p.21; 이정님 

2014, p.2). 그러나 숲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 기준에 맞지 않

아 정식 유아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안교육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했다.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해 월 100만 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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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을 모두 학부모가 감당해야 했다(이명환 2010, p.72). 산림청은 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유아의 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숲유치원

을 제도화하여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청은 2012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을 제

정하여 유아숲체험원1)이라는 명칭과 개념, 등록 기준 및 절차, 산림교육전문

가의 자격 등을 명시하였다. 「산림교육법」 제12조에 명시된 유아숲체험원의 

법적 정의는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 유아숲체험원 활동의 기

본은 유아의 산림 체험이며 그 목적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라 요약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주체는 크게 산림청, 지자체, 대학·연구소·법인·기

업, 민간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이정님 2014, p.3), 유아숲체험

장2)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의미한다.

산림청은 2014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

얼」을 발표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매

뉴얼에 명시된 유아숲체험원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산림청 2014, p.1). 

■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

공되는 공간*

-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

* :‘유아숲체험원’의 법적 정의에는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시설보

다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큼

1) 숲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아숲체험원으로 명명한 이유는 숲 유치
원이 정식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유치원’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치원이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정책용어로 숲 유치원이라 통
용된다. 

2) 유아숲체험장은 2011년부터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유아 숲 체험 시설이다. 2012
년 법률 제정 후 유아숲체험원으로 명칭을 통일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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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시설보다는 자연 체험 위주의 공간 조성을 지향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보다는 ‘숲을 만나고’, ‘숲을 발견하고’, ‘숲과 하나가 되는’ 

체험 활동 위주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형식이나 규칙, 통제와 제한은 최소화

매뉴얼에 따르면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맘껏 뛰놀고 교감하는 숲, 인공 

시설 위주가 아닌 체험 활동 위주의 공간, 규칙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자유로

운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또한 법적 정의의 ‘시설’이라는 표현보다 

‘공간’에 가까운 개념이라 명시함으로써 유아숲체험원의 성격과 지향점을 드

러냈다. 따라서 유아숲체험원은 숲이라는 환경에 특정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숲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조성된 물리적 현황을 살펴보면 자

연 재료를 이용해 놀이 활동을 하는 유럽 숲유치원 사례와는 다르게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시설물 위주의 신체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그림 5] 마포구 상암 유아숲체험장

(조성 년도 : 2013년) 

(서울Pn – 서울신문 2019.11.12.)

 [그림 6] 중랑구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조성 년도 : 2014년)  

(서울공공서비스예약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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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강북구 북한산 유아숲체험장

(조성 년도 : 2016년) 

(서울& 2020.03.16)

 [그림 8] 양천구 계남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년도 : 2015년) 

(양천구청 트위터 2019.08.23.)

[그림 9] 관악구 선우지구 유아숲체험장

(조성 년도 : 2018년) 

(관악구 공식 블로그 2020.03.16)

 [그림 10] 노원구 불암산 유아숲체험장

(조성 년도 : 2018년) 

(중랑방송 2020.03.16.)

2017년 4월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초기 유아숲체험장이 시설물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숲 자체를 교육의 장으로 삼아 동네마다 크고 작은 숲

을 발굴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연합뉴스 

2017). 서울시 역시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는 현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

지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예시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최근까지도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고 있다. 

2017년 4월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자연에서 뛰어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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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동네 곳곳 소규모 유아숲을 조성할 계획이

라 설명하였고(연합뉴스 2017), 2019년 3월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아이들이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

한 형태의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김진수 

2019). 실제로 서울시는 약 400개소까지의 양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유아에게 보다 많은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숲 체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아숲체험장은 유아가 숲이라

는 외부 환경에서 시설물 위주의 신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감각

적으로 체험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유아숲체험장의 본래 취

지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아숲체

험장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이상적인 숲 

체험 공간과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는 현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자연 체험 활동 위주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

황은 신체 활동 위주의 인공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고 있다. 시설물 위주의 

환경에서는 유아가 형식이나 규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연을 체험하

거나 자연물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놀이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유아 숲 체험과 숲 

체험 공간을 고찰하고 현황을 살펴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교육적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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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으로 운영 현황은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물리적 공간 현황은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평균적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유아숲체험장 한 곳씩 총 24곳3)을 대상으

로 한다.

[그림 11] 현장 답사 대상지

3) 중구는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중구에 위치한 장충공원 유아숲체험장은 중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운영 유아숲체험장으로 대상지를 한정하여 평
균적인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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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명칭 규모(m²) 조성년도

1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10,000 2015

2 강동구 종달새 유아숲체험장 13,000 2015

3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8,000 2013

4 강서구 꿩고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8,600 2012

5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9,700 2012

6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10,000 2016

7 구로구 잣절공원 유아숲체험장 10,000 2017

8 금천구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12,000 2013

9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13,000 2013

10 도봉구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10,000 2014

11 동대문구 배봉산공원 유아숲체험장 10,000 2013

12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13,000 2015

13 마포구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 15,000 2013

14 서대문구 백련산 매바위 유아숲체험장 10,000 2016

15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 14,000 2014

16 성동구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10,000 2018

17 성북구 개운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9,000 2013

18 송파구 송파 유아숲체험장 8,000 2013

19 양천구 신정산 우렁바위 유아숲체험장 10,000 2015

20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 6,000 2016

21 용산구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 10,100 2012

22 은평구 서오릉 유아숲체험장 10,000 2014

23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 13,000 2013

24 중랑구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10,000 2014

[표 1] 현장조사연구 대상지 (서울시 2019)



- 9 -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와 현장조사연구,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로 나

뉜다. 문헌 연구를 통해 유아와 유아 숲 체험의 개념을 알고, 관련 선행 연

구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숲 체험 방향을 탐구한다. 선행 연구는 유아숲체험

장을 구성하는 공간, 행위, 사람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조

사를 통해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24곳의 물리적 현황을 파악한다. 연구 내용

을 바탕으로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아 숲 체

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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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연구의 동향

유아 숲 체험과 관련한 연구는 유아교육학을 중심으로 숲 체험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 숲유치원의 국내 도입 등 꾸준

히 진행되어왔다. 유아교육학에서는 숲 교육의 발달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며, 숲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 장소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한유정 2020, p.3). 유아의 숲 체험 환경과 관련한 연구는 조경

학과 디자인학에서 다수 진행되었는데, 관련 조경학 연구의 문제의식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3.1.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권영경(2012)은 2008년 산림청의 숲 유치원 시범 운영 이후 숲 유치원의 

공간 구성에 관한 정의와 설계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국내

외 숲 유치원 사례연구와 직접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형 숲 유치원의 디자인 

방향을 탐구하였으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를 대상지로 

한 숲 유치원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는 숲 유치원 공간 설계의 초기 연구로

써 의의가 있다.

강태순이 참여한 네 편의 논문(강태순 2015; 강태순, 이명우, 정문선 

2016; 강태순, 이명우, 정문선 2017; 강태순 2018)은 유아의 놀이 행태를 

반영한 유아숲체험원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이다. 유아의 놀이 행태를 공간

적 특성에 연관 지어 해석하였고 계획 및 설계 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

전미자(2018)는 유아숲체험원 관련 선행 연구에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아숲체험원의 대피시설과 안전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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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용자 만족도 연구

이정님(2014)과 이문희(2016)는 통계 기법을 사용해 유아숲체험원 이용자

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정님은 향후 유아숲체험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

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논문의 의의를 두었으며, 

이문희는 산림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객관적, 실증적 자료를 구축했음

에 의의를 두었다. 

3.3.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이두현(2017)은 유아숲체험원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 운영 관리 방안을 제

안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주목하였다. 실무

자 관점에서 조성 과정과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각 부

분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였다.

2008년 산림청의 ‘한국형 숲속 유치원’ 사업으로 유아의 숲 체험이 국내

에 처음 도입된 후 조경학에서는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조경학은 유아숲체험원의 실질적인 공간 조성 주체로서 유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숲 체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간 설계와 운영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 

시행 약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물리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숲 

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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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과 선행 연구 고찰

1. 유아와 숲 체험

1.1. 유아의 개념

세상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태도가 형성되는 만 3~5세를 유아기라 한

다. 유아기는 인격 형성의 기초적 시기이자 결정적 시기로써 이때 형성된 가

치관과 생활태도가 그 이후의 삶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이광미 

2012, p.11 재인용). 유아는 영아기를 지나며 신체, 인지, 언어, 정서 등 모

든 영역의 발달이 이뤄진다. 유아기에는 신체의 균형과 대근육, 소근육 사용

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고 정교해지며 생각, 기억, 지각, 문제해결력 등 모

든 사고 활동에서 상승적인 변화를 보인다. 또한 급격하게 어휘력이 증가하

여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며 자아 존중감, 자기통제

력, 이타성과 공격성, 도덕성 등의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8). 

만 3세부터 형성되는 유아의 지적 능력은 외부 자극을 수용하고 반응하면

서 발달된다. 유아는 성인과 다르게 사물을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직접 온몸으로 체험해봄으로써 주변 세계를 배운다. 동작 활동과 감

각 활동이 뇌의 작용들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김경렬 2003, p.17;김은숙 

2010, p.10-11).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유아는 감각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유아는 자신의 손과 

발, 귀와 눈을 통해 경험한 것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기억하게 된다(김은숙 

2010, p.31). 또한 몬테소리(Montessori) 역시 3~6세 사이에 지적 발달을 

위한 감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경렬 2003, p.19).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유아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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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몸으로 체험하고 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1.2. 유아 숲 체험

숲은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감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김은숙 2010, p.31). 울퉁불퉁하고 비탈진 숲길, 길가에 쓰러져 있는 통나

무, 큰 바위, 불규칙적으로 뻗어있는 나뭇가지, 여기저기 사방에 굴러다니는 

크고 작은 돌들은 성인의 시선에서 보면 유아에게 한없이 위험한 환경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나 유아들은 이러한 환경에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하

나 온몸으로 체험해 보는 경험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신체와 뇌의 모든 감

각을 깨운다(홍춘영 2018, p.15). 체험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으로(네이버 국어사전 ‘체험’, 2020.03.22.) 일반적으로 체험

은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한다(김경렬 2003, 26p). 따라서 유아의 

숲 체험이란 숲에서 접하게 되는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온몸으로 느끼고 받

아들이며 직접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이광미 

2012, p.11). 단지 밖으로 나가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는 체험학습의 의미가 

발현되지 않는다. 

유아 숲 체험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

었을 때 숲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자연물

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숲에서의 모든 체험은 지식 전달이 아닌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로서 접근해야 한다. 강태순(2015)의 연구는 이 세 가지 조건

이 충족되었을 때 숲 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유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금천구 유아숲체험장에서 교사 주도성이 높은 A 집단은 구

조적인 프로그램4) 위주로, 유아 주도성이 높은 B 집단은 자유 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두 집단은 모두 시설 공간과 자연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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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행태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적 발달을 보여주는 상징5)-

집단 놀이가 두 집단 모두 자연 공간에서 자유놀이를 통해 발현되었다. 또한 

만족도 분석 결과 B 집단 유아의 자연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는 자연 공간에서의 유아 주도성이 높은 자유 놀이를 

가장 선호함을 보여준다. 

A

(구조적 프로그램)

B

(자유 놀이)

시설 공간 자연 공간 시설 공간 자연 공간

교사 40.44 59.56 61.67 38.33

유아 56.25 43.75 7.67 92.31

[표 2] 만족도 분석 결과 (강태순 2015, p.80)

1.2.1. 자연물 놀이 활동

유아에게는 숲속에 있는 모든 자연물이 놀잇감이나 교구로 활용된다. 상품

화된 놀잇감은 그 변형이나 작동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 변형은 한계가 있고 

일정한 변형 방식을 알게 된 아이들은 그 놀잇감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소명수 2012, p.26 재인용). 자연물은 단순한 모양이지만 아이들은 

4) 유아숲체험원의 체험활동 내용은 구조화된 수업과 자유 놀이 방식으로 나뉜다. 구조화된 
수업이란 연안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에 맞추어 유아숲지도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유아숲체
험원은 계절을 기반으로 유아숲체험원에 식재된 수목과 생물, 무생물 모두를 관찰, 탐색하
며 갖춰져 있는 교구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된다(한유정 2020, p.21).

5) 가상(假像) 놀이, 가작(假作) 놀이라고도 부르는 상징 놀이는 내적인 사고, 생각을 가상 형
태로 표현하는 놀이 형태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상하거나 사물 또는 상황을 실
제와 다르게 변형시켜 표상하는 놀이다. 피아제(J. Piaget)에 따르면 상징 놀이는 아동이 
상상력으로 대상물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상징은 아동의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상징 놀이는 가상 놀이, 상상 놀이, 극 놀이, 가작 놀이 등과 비슷
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상징 놀이’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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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는 바다를 건

너는 배가 되고 물을 젓는 노가 되었다가 적을 만나면 자신을 방어하는 무

기가 되며 적에게서 구해낸 공주에게 선물하는 왕관이 된다(소명수 2012, 

p.26). 솔잎은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국수 가락이 되기도 한다. 바닥에 파 

놓은 구멍을 함정으로 여기고 숨기도 하며, 젖은 진흙은 훌륭한 과자 반죽이 

되었다가 집을 짓는 소재로도 쓰인다(홍춘영 2018, p.16). 아이들은 한 가지 

자연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나

가기도 한다(소명수 2012, p.26). 이러한 상징 놀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 발

달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유아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상상

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소명수 2012, p.26 재인용). 

 “독창성과 창의성, 발견의 가능성은 환경 안의 요소의 종류와 수에 정비

례한다.”(Nicholson 1971, p.30)고 설명되는 니콜슨(Nicholson)의 낱개 재

료 이론(loose parts theory)은 자연물 놀이의 교육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아이들은 재료들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

휘해 다른 재료와 결합시킨다. 특히 자연 낱개 재료는 공, 밧줄, 물병과 같

은 인공적인 낱개 재료와는 다르게 완전히 비구조적이기 때문에 더욱 창의적

인 놀이 행태를 유도한다(강태순 2015, p.29). 

1.2.2. 놀이 중심 활동

유아교육학자들은 유아의 숲 체험에 있어 중요한 점은 지식이 아닌 놀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아기에는 자연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게 하는 것보

다 만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는 유아들과의 숲 활동을 통해 

흔히 보는 나무나 풀, 꽃 그리고 곤충과 동물 등에 대해 유아와 함께 알아 

가면 된다(소명수 2012 p.19). 코넬(Cornell)은 유아와의 자연체험활동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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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한 시간이 되기 위해 교사는 가르치기보다는 유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설

명 보다 체험이 먼저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윌슨(Wilson)은 교사의 역할

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흥미를 유

발시키는 것이라 하였다(최순남 2013, p.12). 

8세 미만의 유아들에게는 숲에서의 체험적인 활동만으로 충분한 학습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8세가 넘어서 약 13세까지의 연령층에서는 이러한 체

험학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자연 현상의 연관관계를 이해하려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김은숙 2010, p.16). 따라서 유아의 숲 체험은 

놀이와 체험만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놀이를 통한 간접적인 배움이 이뤄져야 한다.

1.2.3. 유아 주도적 활동

유아의 숲 체험은 교사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유아가 숲에 있는 그 

순간에 관심 있는 활동을 수행해야 의미 있다(장희정, 박인기 2014, p.21). 

뱀눈 체험하기, 청진기로 나무 물소리 듣기, 나뭇잎으로 미술활동하기, 색상

환에 맞춰 자연의 색 찾기, 그림 그리기 등 교사가 미리 계획한 활동에는 아

이들이 의외로 관심이 없거나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임재택, 하정연, 신주연 

2012, p.140). 아이들의 활동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교사가 개입함으로써 

아이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교사는 유아의 발달 상황을 잘 기록하

고 활동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유아들의 사고와 활동을 확장시켜 주는 지원자

이다(장희정, 박인기 2014,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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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숲체험장의 구성

유아 숲 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숲 공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좋은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끄는 교사의 역량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물리적 공간(공간), 체험 프로그램(행위), 이용 주체(사람)는 유아숲체험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각 요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상적인 숲 체험의 방향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2.1. 물리적 공간

물리적으로 잘 조성된 공간은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키고 유아의 다양한 경

험을 가능하게 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따라서 유아의 놀이 환경에 있

어 물리적 환경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

상은 2010). 숲 체험의 효과를 높이는 숲 체험장의 위치적 특징과 조성 방

식을 탐구하였다. 선행 연구와 유사 숲 체험장 사례를 통해 숲 체험에 필요

한 공간 요소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2.1.1. 위치적 특징

독일 숲유치원 설립을 위해 고려되는 숲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이명환 

2003, p.44 재인용).

첫째, 숲이 있는 지역을 공공의 교통기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숲의 수목들이 너무 조밀하게 들어서 있으면 안 되고, 숲속이 멀리까지 내다보여

야 하며, 잡목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

셋째, 숲 활동을 위해 변화가 다양한 숲이 좋다. 즉 높은 구릉이 있는가 하면 평평한 초

원이 있고 계곡이나 아주 오래된 높은 키의 나무가 숲 여러 곳에 군락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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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좋다.

넷째,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의 목적으로 늘 사용하는 숲 지역은 고요하지도 않을 뿐 아

니라 개의 배설물 때문에도 좋지 않다.

다섯째, 숲 지역에 방치된 유해 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없는지 사전에 활동한 숲 전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여섯째, 숲의 크기는 약 2.5ha(25,000㎡) 정도이면 충분하고 혼합림으로 조성되어 있으

면 좋다.

독일의 숲유치원은 유아의 등·하원을 고려하여 숲이 있는 지역까지의 교통 

접근성을 고려한다. 독일 숲유치원의 경우 유아가 매일 아침 숲으로 등원하

기에 보호자가 개인 차량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유아의 등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숲의 환경적 요소로는 시야 확보를 위해 수목의 

밀도가 낮은 것이 좋고, 장소와 계절에 따라 만나게 되는 숲의 모습이 다양

할수록 좋다. 또한 온전한 유아만의 숲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산책 

동선은 피한다.

권영경(2012)은 유아 숲 체험 참여관찰을 통해 유아숲체험장 설계 요소를 

도출하고 적합한 대상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오를 수 있는 지형, 유아가 올라탈 수 있는 튼튼한 나무, 통나무, 바위, 자연 지형

의 이점을 유지하고 있는 땅

둘째, 얕은 물가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있는 장소

셋째, 나무나 울타리 또는 산책로가 둘러싸고 있는 구역

넷째, 너무 깊지 않고 접근하기 쉬운 구역, 근처에 주요 산책로가 있지만 그 산책로 때

문에 분리되지 않는 구역

다섯째, 음수대와 화장실이 근처에 있는 구역

여섯째, 주변에 위급상황을 대비해 구급차 또는 소방차 등의 접근이 가능한 큰길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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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경(2012)에 의하면 얕은 물가, 울타리, 깊지 않은 숲과 같이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유아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지형과 자연 

재료가 갖춰진 곳이 적합하다. 차량이 숲의 입구까지 접근 가능해야 하며 체

험장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음수대, 화장실

과 같은 편의시설을 고려하였고 1~2km의 산책로와 1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평지를 설계요소로 제시하였다.

강태순(2015)은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12개소의 산림교육전문가, 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환경 특성과 운영 프로그램 특성의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강태순(2015)의 연구 결과는 산림교육전문가와 보육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아숲체험장의 물리적 요소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연구 결과 중요

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은 환경 특성은 접근성, 안전성, 숲길로의 연결성, 경

사 다양성, 자연 낱개 재료, 안전시설 여섯 가지 항목이다. 이는 현재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

도는 낮은 환경 특성으로는 생물 다양성, 수공간(생태 연못, 계곡 등), 대피

시설, 편익시설 네 가지 항목으로 이는 우선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유아숲체험장의 접근성, 숲길로의 연결성, 풍부한 자연

환경과 재료, 유아의 안전과 편의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강태순(2015)은 유아 숲 체험 참여관찰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놀이 행

태인 상징-집단 놀이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교목 밀도가 빈 공간일 때, 경사가 10~20도 일 때, 자연 낱개 재료가 

대형으로 땅에 고정된 경우, 대형 그루터기를 이용한 활동인 경우, 포장 재

료가 흙인 경우에 상징-집단 놀이의 발현 횟수가 높았다. 강태순(2015)은 이

를 바탕으로 유아숲체험장 설계 지침을 도출하였는데 그중 물리적 공간 요소

로는 생물 다양성, 접근성, 안전성, 경사 다양성, 숲길로의 연결성, 숲속 공

간의 필수적 마련, 교목의 밀도가 낮은 공간, 10~20도의 경사지, 고정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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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그루터기 활용, 자연 낱개 재료의 확보, 포장 재료는 흙과 모래 사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유아숲체험장은 수목의 밀도가 낮아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

고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가 가능한 숲이 좋다. 또한 높은 구릉, 넓은 초원과 

같이 유아가 다양한 지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음이 좋고 계곡, 얕은 물가, 

생태 연못, 나무 군락 등 탐구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다양할수록 좋다. 유아

가 걷기에 적당한 1~2km 정도의 숲길 또는 산책로를 마련하되 온전한 유아

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주 이용 동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

다. 유아가 놀잇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낱개 재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야 하며 고정된 그루터기와 같은 고정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아의 창의적인 

놀이에 도움이 된다.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체험장의 위치는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2.1.2. 체험 공간

유아숲체험장 내 조성되는 체험 공간은 실외놀이 흥미영역에 맞춰 조성되

었다. 흥미영역이란 유아 놀이 활동의 내용과 특징에 따라 구분된 놀이 영역

으로(이은화 외 6인 2001) 유아 발달에 필요한 활동을 공간적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실외놀이 흥미영역의 구성은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장한빛 2015, p.15) 보편적으로는 운동놀이 영역, 물·모래놀이 영

역, 목공놀이 영역, 동·식물 기르기 영역, 조용한 놀이 영역, 개방된 영역으

로 분류된다. 장한빛(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영역에 대한 정의와 특징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운동놀이 영역은 오르기, 달리기, 매달리기 등 대근육을 활용한 운동놀이

가 이뤄지는 영역으로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를 예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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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유아는 운동놀이를 함으로서 몸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과정을 경험

하며 신체 능력을 발달시킨다. 숲 체험장의 조합놀이대와 경사 오르기, 나무 

타기, 밧줄 건너기, 통나무 건너기 등의 시설이 운동놀이 영역에 속한다. 

 물·모래놀이 영역은 물과 모래를 이용한 놀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아

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이화정 2000). 유아는 물, 모래, 흙, 나뭇가

지, 돌멩이 등의 자연물을 사용해 놀이를 하면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해

소하고 도구를 활용하면서 구성 놀이6)가 빈번히 일어나는 흥미영역이기도 

하다. 유아의 다양한 놀이 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충분한 놀이 공간과 자연 

재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목공놀이 영역은 나무, 망치, 못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간단한 구성물을 

만들어보는 영역이다. 목공놀이 영역은 교구 위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유아의 흥미나 활동 주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

치, 운영될 수 있다(진복례 2005, p.11). 유아들은 목공놀이를 통하여 나무

의 무게, 질감, 부피, 길이, 넓이 등을 눈과 손으로 느끼고 물체를 만들어봄

으로써 상상력을 펼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실외놀이의 동·식물 기르기 영역에서는 유아가 동물과 식물을 기르며 관찰 

조사 실험 등의 탐구를 한다. 장기간 동안 자연물의 변화를 지켜봄으로써 자

연을 이해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이 영역의 핵심인데, 숲 체험에서

는 유아가 지속적으로 숲에 방문하고 탐구하면서 자연을 배워간다는 점에서 

숲 체험장 전체를 동·식물 기르기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조용한 놀이 영역은 실내 놀이 활동을 실외로 연장한다. 유아는 조용한 놀

이 영역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의 정적인 

활동을 즐긴다. 신체적 발달은 운동 놀이를 통한 근육의 사용뿐만 아니라 적

6) 아동이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하여 사물을 창의적으로 조작하는 놀이 (네이버 지
식백과 ‘구성 놀이’,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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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긴장완화와 휴식을 취해야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김

아연 1997, p.42 재인용) 숲 체험장 내 조용한 놀이 영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방된 영역은 고정된 놀이시설물 없이 잔디밭, 빈 마당 등과 같이 개방된 

넓은 공간을 말한다. 개방된 영역에서는 공, 줄, 끈 등 소품으로 많은 놀이

를 할 수 있다.

숲 체험은 숲이라는 공간적 특징을 갖는 실외놀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외놀이는 자칫하면 신체 발달, 특히 대근육 운동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실외놀이 공간이 대근육 운동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김아연 1997, p.2 

재인용). 자연 공간에서 각 흥미영역별 놀이가 골고루 행해짐으로써 유아는 

숲 체험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2.2.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은 숲 체험장 이용 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강태

순 2015; 이문희 2016; 이정님 2014).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유아교육학 

서적에 소개된 숲 체험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며 무한하게 응용이 가능하

다. 대부분의 유아숲체험장은 다음과 같은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 맞춰 수업

을 진행한다. 수업은 프로그램 계획에 따르는 구조적 프로그램과 유아 주도

성이 높은 비구조적 프로그램(자유놀이)으로 구성되며 그 비율은 유아숲체험

장, 유아숲지도사마다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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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제 세부 활동 비고

3 봄이 오는 소리

- 숲속 음악회(난타)

- 새집 짓기

- 어미새와 아기새놀이

- 새 모이주기

- 나무 스틱

- 솔방울, 식빵, 곡식

4 꽃동산에 놀러가요

- 봄꽃 관찰하기

- 자연물 빙고

- 꽃반지 만들기

- 꽃잎(씨앗)날리기

- 루페

- 풍선

5 나는야 숲속 화가

- 꽃잎 페이스 페인팅

- 자연물 파레트 만들기

- 미완성 그림 꾸리기

- 칡넝쿨 고리 던지기

- 바셀린

- 색표지

6 생김새가 달라요

- 닮은 나뭇잎 찾기

- 메모리 카드놀이

- 나뭇잎 만다라 만들기

- 나뭇잎 비눗방울 놀이

- 그림카드

- 글리세린, 비눗물

7 곤충 친구야 놀자

- 아기곤충 엄마찾기

- 곤충들아 모여라

- 애벌레 되어보기

- 곤충 달리기 대회

- 곤충사진

- 비닐

8 더위야 물러가라

- 나뭇잎 부채 만들기

- 물총놀이

- 나무도 땀이 나도

- 물나르기 놀이

- 페트병

9 앗! 스파이더맨이다

- 거미줄 놀이

- 거미 찾아보기

- 곤충의 눈으로 자연보기

- 밧줄놀이

- 고무줄

- 곤충경

- 밧줄

10 예쁜 옷을 입었어요

- 낙엽우산 꾸미기

- 숲속 패션쇼

- 나뭇잎 가면놀이

- 도토리팽이 만들기

- 투명우산

[표 3] 유아 숲 체험 연간 프로그램 예시 (충주행복숲체험원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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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놀이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나 모든 유아가 처음부터 숲 체험

에 흥미를 느끼고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숲에서의 놀이에 익숙해지

기까지는 교사와 기관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처음 숲 체험을 할 때에는 

숲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계획과 유아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임은정 곽노의 2015, p.146). 따라서 숲 체험

이 처음인 유아의 경우 3, 4월에는 유아가 숲과 친해지며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유아 교육은 교육부 관리하에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

과정을 따른다. 유아교육기관은 누리과정 5개 영역7)과 영역별 교육 목표에 

맞춰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유아 숲 체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누리과정의 기준을 따른 숲 체험 프로그램이 다수 연구되었다.

대주제 주제 소주제 연령 활동명 산림교육내용

동식물과 

자연

식물과 

자연

나무의 

특성과 

보호방법 

알기

만 3세
솔잎 붓 

그림

솔잎을 모아 붓을 만들어 

만져보고 느껴보기

만 4세
꽃 향수 

만들기

꽃이나 열매의 향기를 맡아보고 

즙을 내어 향수 만들기

만 5세
숲속을 

걸어요
숲에서 산책했던 경험 이야기하기

[표 4] 연령별 숲 체험 예시 (국립수목원 2011)

2019 개정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을 기준으로 한 유아 숲 체험 활동의 예

시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9; 장희정, 박인기 2014; 강하라 2018; 장경미 

2019).

7)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발달 영역을 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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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범주 숲 활동 예시

신체활동 

즐기기

감각 활동

- 촉각 :

 

- 시각 :

- 미각 :

- 청각 :

- 후각 :

흙, 바위, 이끼, 나뭇잎 등의 촉감, 달팽이의 움직임, 진

흙의 묽기, 바람의 온도 느끼기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 의식, 동물과 곤충의 흔적 살피

기, 달팽이와 개미, 거미와 거미줄 찾기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간식으로 먹기

물소리, 바람 소리, 마른 나뭇잎 소리, 새소리 등 고요한 

숲에서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기

풀과 꽃 냄새, 비 내린 땅 냄새, 가을날 낙엽 냄새 맡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

- 대근육 사용(걷기, 뛰기 등)

- 소근육 사용(밧줄 잡기, 나뭇가지 줍기 등)

- 장애물 넘어가기

- 나무 오르기

- 언덕이나 경사지 오르고 구르기

- 통나무 건너며 균형 잡기

- 솔방울, 도토리 등 나무열매 던지기

- 가위, 칼, 삽, 톱, 망치, 못 등 도구 사용하기

[표 5] 신체 운동·건강 영역 활동 예시

내용 범주  숲 활동 예시

듣기와 말하기

- 이름을 부르거나 숫자를 세면서 출석 확인하기, 대답하기

- 귀가 후 즐거웠던 일 말하기

- 친구의 이야기 듣기

- 동요, 동화, 동시를 듣고 이해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마무리 모임에 그림책, 동화책 읽기

- 나뭇가지로 글씨를 써 보거나 자연물을 모아 글씨 만들기

[표 6] 의사소통 영역 활동 예시

내용 범주 숲 활동 예시

나를 알고 존중하기
- 간식 시간 음식을 꺼내고 정리하는 일까지 유아 스스로 하도록 

지켜봐주기

더불어 생활하기 - 함께 집짓기를 하며 무거운 나무는 협동하여 옮기기

[표 7] 사회관계 영역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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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범주 숲 활동 예시

아름다움 찾아보기
- 꽃잎과 나뭇잎을 으깨 천연 색소 만들어보기

- 자연 재료의 색과 질감 탐색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자연물로 극, 역할 놀이하기

- 움직임으로 자연물 표현하기

[표 8] 예술 경험 영역 활동 예시

내용 범주 숲 활동 예시

탐구 과정 즐기기
- 곤충의 탄생과 성장 과정 관찰하기

- 계절의 변화 느끼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열매를 모아 같은 열매끼리 분류하기

- 개수를 비교하고 수의 대소 알기

- 나뭇가지로 도형 만들어 보기

- 침엽수와 활엽수 구분하기

[표 9] 자연 탐구 영역 활동 예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숲체험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유아숲지도사

는 방문한 유아의 연령과 성향에 따라 약 2시간 동안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반면에 유아가 숲으로 등원하는 숲유치원의 경우 오전에 등원하여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약 4~5시간 동안 숲에 머문다. 매일형 숲 체험은 

정기형 숲 체험과 비교하였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보다 더 풍부

한 숲 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기형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유아숲체험

장의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매일형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숲유치원과 인천 청

량산 유아숲체험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일반적인 숲유치원은 오전 7시 45분까지 등원하여 여름철에는 오

후 1시 15분, 겨울철에는 오후 12시 15분에 일과를 마무리한다. 유아는 숲

에서 멀지 않은 놀이터나 숲의 입구로 등원하여 아침 모임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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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교사가 둥그렇게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숲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유아와 교사가 의견을 나눈 후 함께 숲으로 

이동한다. 유아는 각자의 배낭을 짊어지고 목적지로 이동한다. 유아는 이동

하는 과정에 자연물을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를 한다. 숲

에서의 이동 속도는 유아들이 스스로 정하며 먼저 간 유아들은 약속된 장소

에서 교사와 함께 기다린다. 숲에서는 한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유아 주도

적인 자유놀이 시간을 갖고 이야기 나누기, 노래, 게임, 신체 활동 등의 대

집단 활동을 한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다시 아침 모임 장소로 이동하여 활

동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귀가한다(이명환 2007, p.92~103; 김은

숙 2010, p.33~37; 서영민 2015, p.49~53). 

인천 청량산 유아숲체험원의 하루는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어 오후 12시 

30분에 마무리된다. 독일 숲유치원과 같이 약속 장소로 등원하여 다 같이 

숲으로 이동하며 숲길에서 만나는 자연을 충분히 탐색한다. 활동 장소에서는 

자유놀이와 대집단 활동을 하며 교사가 읽어주는 동화를 듣고 하루를 평가하

는 시간을 갖는다. 숲길을 지나 약속 장소로 돌아와 당일의 활동을 재확인하

는 시간을 통해 유아가 숲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인지하도록 한다(김은숙 

2010, p.66; 서영민 2015, p.60). 

매일 숲으로 등원하는 매일형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약속 장소로 등원한 유

아가 다 같이 활동할 숲으로 이동하며, 이동 중 유아가 숲에 몰두해 뒤처지

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주는 교육 태도가 인상적이다. 교사가 준비한 구조적 

프로그램도 진행되나 아침 모임에서 오늘의 활동을 유아와 함께 정하고 행한

다는 점에서 유아 주도성이 매우 높고, 끝나는 모임에서 하루의 활동을 다시 

상기시키며 숲 체험에 대한 유아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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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 주체

유아숲체험장의 이용 주체는 크게 체험장에 방문하는 유아와 유아교육기관 

교사, 체험장에 상주하는 유아숲지도사로 나눌 수 있다. 유아숲체험장을 정

기적으로 방문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이용 주체의 경험은 유아

숲체험장 현황 파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유아교육기관 교사 심층면담을 

진행한 한유정(2020), 함미례(2016)의 연구와 유아숲지도사 심층면담을 진행

한 이두현(2017), 허혜정(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유

아숲지도사의 체험장 이용 경험과 인식을 정리하였다. 

2.3.1. 물리적 공간

유아교육기관 교사는 유아가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을 느끼기를 기대했다. 

함미례(2016)의 면담 대상자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체험장이 자연 공간이 

부족하며 인위적인 놀이시설과 지나친 안전시설로 인해 숲 체험의 본래 취지

를 잃은 것 같다고 하였다. A 교사는 자연 공간에서 창의적인 놀이가 더 많

이 나타나는데 인위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놀이가 정형화되고 있는 것을 아

쉬워했다. 또한 B 교사 역시 인위적인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놀이기구에 의존

하여 놀이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였다. 실제로 산행, 산책을 하거나 자

연 공간에 가면 놀이가 훨씬 다양해졌으며 유아들도 숲 체험 경험이 많아질

수록 자연 공간에서의 놀이를 더욱 선호한다고 한다. 자연 공간에서는 놀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보다 정적인 놀이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

이 덜하다고 이야기하며 자연 공간이 더 늘어나기를 바랐다. 한유정(2020)의 

면담 대상자 중 유아 교사 경력을 가지고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C 

교사는 유아숲체험장이 매우 정돈되어 있어 유아의 효과적인 숲 체험이 어렵

다고 하였다. 위험요소가 없고 잘 가꿔진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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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C 교사는 깨끗하게 정리된 

공원이 아닌 숲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유아가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을 느끼기를 기대하면서도 놀이 

시설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사도 있었다. 한유정(2020)의 연구에서 D 

교사는 유아숲체험장이 숲 안에서 뛰어놀며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직

접 가보니 시설물과 교구가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좋았다고 답변했다. E 

교사는 시설이 전혀 없는 숲길을 걸으며 자연 생태 수업을 듣는 숲 체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후에 일자산 유아숲체험장에 가보니 놀이 시설물

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훨씬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유아숲지도사 역시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같이 생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유아 스스로 숲을 체험하고 느끼기를 원했으나 이두현(2017)과 허혜정

(2016)의 연구에서는 유아숲체험장의 놀이 시설물에 대한 유아숲지도사의 

인식은 다뤄지지 않았다.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는 자연물로 만들어진 시설물

이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유아가 숲 체험 활동을 하기

에 다소 좁아 넓은 평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물의 경우 못이 

빠지거나 밧줄이 풀어지는 경우, 비에 젖은 나무가 썩어 부러지는 경우, 놀

이 교구가 썩고 벌레가 생기는 등 유아가 목재 시설물과 교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구청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래 놀이터를 

관리하지 않으면 동물의 배설물이나 유리조각이 발견되어 상당히 위험하다. 

2.3.2. 체험 프로그램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유아숲지도사 모두 지속적인 숲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허혜정(2016)의 연구에서 유아숲지도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숲에 

오는 아이들은 숲에 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이전 숲 활동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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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숲이 낯선 아

이들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어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아숲

지도사는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유아가 변하는 모습도 살펴보고 숲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수업 진행적 측면에서 유아숲지도사 1인 당 적정 유아 명 수는 지도사와 

교사 모두 약 7명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시 유아

숲지도사 1명당 7~10명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이정님(2014)의 

연구와도 같다. 이두현(2017)의 연구에서 F 유아숲지도사는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지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 안전 관리가 어려워 지도사로서의 역량을 충

분히 발휘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다. 산림교육법상 유아가 25명일 때 유아

숲지도사 1명이 배치되는데 동행한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반드시 수업에 함

께 참여해야 숲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아교육기

관 교사의 참여 태도와 역량도 유아 숲 체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함미례(2016)의 면담 대상자 중 G 교사는 숲 체험장을 이용하기 전 사전 안

내 교육이 있었으나 숲 체험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

지 않아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 

유아숲지도사는 숲 체험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또는 원장의 태도가 매우 중

요하다고 하였다. 사전 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원장이 숲에 관심이 없

을 경우 아이들을 숲에 방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숲 체험이 새로운 

유아 교육 방법으로 유행처럼 떠오르면서 유아교육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쓰

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연 탐구보다 체험 결과물 만들기가 더 중요해져 숲 

체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결과 중심적인 수업 분위기에서 유아는 수동

적으로 움직인다. 이 경우 유아숲지도사 뿐만 아니라 인증 사진을 남지고 결

과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에게도 매우 스트레스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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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이 숲 체험에 관심이 없을 경우 학부모에게도 내용이 전달되

지 않아 숲 체험에 어려움이 있다. 이두현(2017)의 연구에서 H 유아숲지도

사는 운동화 대신 구두를 신거나 편하지 않은 치마를 입고 오는 경우가 많

다고 한다. 아이들은 좋아서 입고 온 거라 불편해도 참는다지만 지도사의 입

장에서는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매우 위험해 신경이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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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운영 현황

1. 운영 개요

서울시는 지자체 중 가장 활발하게 유아숲체험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

다. 2011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우장근린공원, 응봉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세 곳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한유정 2020, 

p.18),  2012년 산림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때 유아숲체험원으로 명칭을 통일

하지 않고 2018년까지 유아숲체험장으로 단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대규

모 유아숲체험원과 중규모 유아숲체험장으로 나눠 25개를 추가 조성하겠다

는 계획을 세웠다(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2017). 법률상으로는 유아숲체험원

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나 실제로는 혼용되기도 한다.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10,000m²이상의 유아숲체험원 17개소, 

5,000m² 이상 10,000m²미만의 유아숲체험장 35개소, 5,000m²미만의 유

아동네숲터 199개소, 총 251개소가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유아

숲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

면적 10,000m²이상 5,000m²이상 10,000m²미만 5,000m²미만

조성현황 17개소 35개소 199개소

조성목표(2023년) 34개소 41개소 325개소

[표 10] 서울시 유아숲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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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공원명 규모(m²) 조성년도

1 강남구 대모산공원 10,000 2015

2
강동구

명일공원 10,000 2016

3 일자산공원 13,000 2015

4
강북구

북한산공원 10,000 2016

5 오동공원 8,000 2013

6
강서구

꿩고개공원 8,000 2016

7 우장공원 8,600 2012

8

관악구

관악산공원(낙성대지구) 10,000 2017

9 관악산(선우지구) 10,000 2018

10 관악산공원(청룡산지구) 9,700 2012

11 광진구 용마공원 10,000 2016

12
구로구

온수공원(잣절지구) 10,000 2017

13 개웅산공원 11,000 2014

14 금천구 관악산공원(독산지구) 12,000 2013

15

노원구

영축산공원 13,000 2015

16 불암산공원(공릉) 10,000 2018

17 불암산공원(중계) 12,000 2016

18 수락산공원 13,000 2013

19
도봉구

초안산공원(반딧불이) 10,000 2014

20 쌍문공원(둘리) 13,000 2015

21

동대문구

답십리공원 10,000 2017

22 배봉산공원 10,000 2013

23 홍릉공원 10,000 2018

24
동작구

현충공원 13,000 2015

25 상도공원 10,000 2016

26 마포구 상암공원 15,000 2013

27
서대문구

백련공원 10,000 2016

28 인왕산공원 10,000 2014

29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14,000 2014

30 방배공원 10,000 2017

31 우면산공원 10,000 2015

32

성동구

응봉공원(매봉산) 10,000 2018

33 응봉공원(대현산) 8,000 2016

34 응봉공원(금호산) 10,000 2018

[표 11] 2019년 서울시 유아숲체험원 운영대상지 (서울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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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성북구 개운산공원 9,000 2013

36
송파구

장지공원 8,000 2013

37 오금공원 10,000 2018

38

양천구

계남공원(신정산) 10,000 2015

39 온수공원(신월지구) 10,000 2017

40 용왕산공원 10,000 2016

41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6,000 2016

42 용산구 응봉공원 10,100 2012

43
은평구

서오릉공원 10,000 2014

44 신사공원(비단산) 11,000 2015

45
종로구

삼청공원 13,000 2013

46 숭인공원 등 15,000 2016

47
중랑구

봉화산공원 12,000 2016

48 용마산공원 10,000 2014

4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 10,000 2015

50 보라매공원 10,000 2018

5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장충)공원 5,000 2016

52 남산(한남)공원 10,000 2013

유아숲체험장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이용팀에서 총괄 담당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성 및 운영주체는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와 공원녹지

사업소이다. 

[그림 13] 양천구 유아숲체험장 주말 이용 

 

[그림 14] 관악구 유아숲체험장 주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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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서대문구 유아숲체험장 주말 이용

 

[그림 16] 마포구 유아숲체험장 주말 이용

유아교육기관의 정기 방문 시간 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기 방문은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단위로 운영되는데 자치구에서 유아교

육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은 단체로 유아숲

체험장을 방문하여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체험 활동을 한다. 한 수업 당 약 

25~30명의 유아가 참여한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정기 이용은 유아숲지도사가 지도하는 기본숲체험반

(정기형)과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자율숲체험반(체험형)을 모집한다. 일주일에 

3회 참여하는 서울형 유아숲체험 기관과 일주일에 1회 참여하는 정기 이용 

기관으로 나눠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유아숲지도사와 

이용 시간을 협의하거나 비정기 이용 기관의 경우 비어 있는 날짜와 시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자치구에 따라 상이하다(서울특별시교

육청 2018). 

기본숲체험반의 수업은 유아숲지도사의 재량으로 진행된다. 유아숲지도사

는 채용 시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치구는 이를 검토하여 유

아숲지도사를 채용하며 추가적으로 관계자와 유아숲지도사가 함께 프로그램

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 역시 자치구에 따라 상이하다. 정해진 규칙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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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없기에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유

아숲지도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유형 월 화 수 목 금

1주
기본형 푸OO 덕O유치원 휴OO 영O유치원 신O유치원

자율형 영O유치원 꿈O - 언OOOOO 영O유치원

2주
기본형 푸OO 덕O유치원 휴OO 영O유치원 신O유치원

자율형 영O유치원 꿈O - 언OOOOO 영O유치원

3주
기본형 푸OO 덕O유치원 휴OO 영O유치원 신O유치원

자율형 영O유치원 꿈O - 언OOOOO 영O유치원

4주
기본형 푸OO 덕O유치원 휴OO 영O유치원 신O유치원

자율형 영O유치원 꿈O - 언OOOOO 영O유치원

[표 12] 2019년 성북구 개운산 유아숲체험장 이용기관

 

서울시는 유아숲체험장 내 유아의 자유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자유 놀이 시간을 필수적으로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 수업의 운영 방식은 자

율적인 부분으로 유아숲체험장, 유아숲지도사에 따라 다양하다. 강태순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성북구 개운산 유아숲체험장은 10~20분의 수업을 

한 뒤 나머지 시간은 자유 놀이를 진행하며,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

험장은 교사 주도성이 높은 비구조적 프로그램이 70~80%, 남은 20~30%의 

시간에는 산책과 숲속 놀이를 유도한다. 관악산 독산지구 유아숲체험장은 연

간, 월간 계획을 구성하여 다른 체험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구조적인 프로그

램을 시행하고 있다. 



- 37 -

2. 법률 및 가이드라인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과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조성된다. 산림교

육법 제1장 제2조에서 유아숲지도사를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

으며, 제4장 제12조에서 유아숲체험원을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

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

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림교육법 제4장 제12조 제4항에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

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아동네숲터라는 소규모 유아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규모의 유아숲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제5조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과 관련

하여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000㎡ 이상으로, 유아동네숲터의 규모는 

5,000㎡미만,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산림교육법은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공적 공간을 법적 체계 안에 위치시킴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장소이

므로 산림교육법에 명시된 산림교육시설인 산림교육센터, 숲사랑소년단과 비

교했을 때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법령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3년 유아숲체험원 수요특성 분석 및 조성운영 매뉴얼 마련 

보고서 발표 후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

원 조성·운영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매뉴얼의 목적은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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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개념부터 대상지 선정, 운영까지 그동안 추진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산림청 2014, p.6). 매뉴얼은 산림교육법을 바탕으로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기준 및 절차와 조성 및 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역시 산림청의 매뉴얼을 참고하

여 조성 및 운영된다. 

2.1. 조성 시 고려 사항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중 유아숲체험원 입지 조건에 관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제1항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입지조건과 규모를 갖출 수 있는지를 판단하

여 대상지를 선정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차량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차 공간 

확보 시 최소한 소형버스(28인승)의 진입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반드시 유아

숲체험원 앞까지 차량이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유아들이 준비운동을 겸할 수 

있을 정도의 도보 접근 거리만큼 하차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괜찮다. 

또한 대상지의 산림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피하도록 하

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시설을 점거하거나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훼손되는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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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내 다양한 식생, 계곡, 습지 등 자연 요소도 중요하지만 유

아의 주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탄지가 최소 두 곳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하는데 집중 이용되는 평탄지가 없거나, 한 곳만 확보된 경우 반복

적인 사용으로 한 답압 피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

다. 평탄지 1개의 최소 면적은 1개 교육기관 원아수를 고려할 때 유아 30명 

이상이 함께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권장한다.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중 유아숲체험원 규모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

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

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매뉴얼에 따르면 유아숲체험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은 크게 의무시설(야외

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과 임의시설(화장실, 휴게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야외체험학습장은 유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반드시 인위적인 시설물이 있는 면적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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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

물이 있는 곳 물놀이 공간

전망이 좋은 곳 명상, 사색, 경관 감상 공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새소리, 물소리, 곤충 소리 등)

냄새가 나는 곳(꽃, 나무, 토양)

숲 소리 듣기, 숲 냄새 맡기 등 

오감체험 공간

평지(공터) 모임 공간

경사가 급한 곳 (썰매, 경사 오르기 등) 신체발달 공간

축축한 물질(나무 이끼, 젖은 낙엽이 많은 곳) 생물 관찰 공간

돌이 많은 곳, 흙 놀이가 가능한 곳, 밝은 곳, 

어두운 곳, 그림자가 잘 드리운 곳, 고사목, 그루터기가 

많은 곳(숲 가꾸기 산물이 많은 곳) 등

상상(창의)놀이 공간

[표 13] 공간 구획 예시 (산림청 2014)

의미하지 않으며 활동 공간으로 구획된 면적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야외체험학습장은 유아숲체험원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중심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될 경우 유아들

의 활용도가 낮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모임공간을 

조성하고 의자나 탁자 등은 주변 자연물을 이용하여 마련하는 것을 권장한

다. 각 체험 공간은 대상지 세부 공간별 특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데 매

뉴얼에 소개된 공간 구획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피시설은 가급적 100㎡ 이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유아숲체험원 내 

절개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는 목재 안전펜스 외에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거나 수목식재를 통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다. 

기타 시설물과 관련하여서는 경관, 환경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고 조성하는 

방향으로 소재 및 디자인을 고려하고 친자연적인(목재, 석재 등) 소재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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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고사목, 벌도목 등을 일괄 정리하기 보다 교육 재

료로 활용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계획 

식재를 허용하고 있다. 유아숲체험원 관련 표지판과 입구는 유아숲체험원 공

간을 구분 짓는 표시로 일반 이용객과 유아의 활동 공간을 분리시키는 기능

을 가지는데, 특히 입구 표지판은 유아가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소속

감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2. 운영 시 고려 사항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중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 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

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

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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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지도사 1명,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51명 이상

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을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유아숲체험원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1일 2회 운영

하며 운영 프로그램은 유아숲지도사가 월별, 계절별 프로그램 계획 및 지도

안을 사전 준비하여 진행한다. 다음은 매뉴얼에 제시된 계절별 활동 예시이

다.

계절 활동예시

봄

봄 새순 관찰하기

봄나물 캐기

민들레 홀씨 날리기

봄의 소리 듣고 표현하기

풀피리 불기

곤충처럼 걸어보기

진달래 화전 만들기

봄볕 느끼기

도룡뇽 및 개구리 알 관찰

들꽃 말리기

여름

토끼풀 꽃반지 및 목걸이 

만들기

곤충 관찰하기

야생화 관찰

나무 집짓기

자연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나뭇잎 잎맥 관찰하기

탁본 뜨기

꽃목걸이 및 반지 만들기

만다라 만들기

씨앗 찾기

가을

벌레 울음소리 듣기

촉감으로 열매 구분하기

낙엽 밟기

가을 곤충 관찰

도토리 팽이 만들기

자연물로 동물 꾸미기

자연에서 다양한 색깔 찾기

낙엽을 던지는 낙엽비 놀이

돌멩이 탑 쌓기

겨울

나뭇가지 자치기

눈썰매 타기

눈싸움

겨울 동물 먹이 주기

겨울 산행

나뭇가지 투호놀이

얼음땡 놀이

자연물 분류하기

눈 위에 그림 그리기

자연물 얼음 모빌 만들기

달팽이집 놀이

얼음에 색깔 칠하기

나뭇가지 높이 쌓기

이글루 만들기

[표 14] 계절별 활동 예시 (산림청 2014,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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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 경력 기타

마OO 유치원 교사
18년 

(교사)
-

이OO 유치원 원장
29년 

(교사)

2006년 자연체험을 통한 유아의 언어표현력 신장 연구 주도

2008년 유아 숲 관련 연구로 석사 학위 취득

유OO 유아숲지도사
13년 

(교사)

2012년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유아 관찰 모니터링 참여

2014년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작성 참여

조OO 유아숲지도사 - 서울시 유아숲지도사 근무 중

진OO 유아숲지도사
8년 

(지도사)
서울시 유아숲지도사 근무 중

[표 15] 인터뷰 대상자

3. 이용 경험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이용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유아숲지도사

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숲 체험에 대한 인식

과 현재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물리적 공간, 운영 방식, 개선점에 대하여 

묻고 답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유아교육학 전문가 관점에서 유아숲체험

장을 바라볼 수 있었다.

3.1. 물리적 공간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유아숲지도사 모두 유아가 숲 체험을 통해 직접 몸으

로 자연을 느끼기를 바랐다. 추구하는 유아 숲 체험의 내용과 방향은 같았으

나 유아숲체험장의 물리적 현황과 놀이 시설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유아교육기관 교사는 시설물이 없는 자연 

공간을 선호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이 놀이 재료로 활동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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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적 자연물이 거의 없이 다소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이OO 

원장은 “숲 안에 있는 체험장과 숲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시설물 위주의 공간은 숲 체험장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숲 해설가와 체험장이 생기는 것만으로 숲으로 나가는 계기가 된다. 유아숲체험장에 대

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재료가 친환경적일 뿐 숲 체험과

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숲을 체험하려면 움집을 만들 수 있는 나뭇가지 같은 놀이 

재료로 활용 가능한 자연물이 많아야 하는데 현황에는 비구조물이 거의 없다. 물론 (예

시 같은) 시설물도 필요하다. 그러나 숲 안에 있는 체험장과 숲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

다. 

- 이OO 원장

덧붙여 이OO 원장은 유아의 숲 체험에는 치우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한유정(2020)의 연구에서 유아숲체험장이 매우 정돈되어 있어 

유아의 효과적인 숲 체험이 어렵다고 한 C 교사와 공통된 의견이다. 

숲 강사가 유아에게 3가지 종류의 색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런데 너무 깨끗한 공원이면 

유아는 꽃을 꺾어온다. 자연 체험 장소는 깨끗할 필요가 없다. 공원에 가서 자연 체험 

활동을 하려고 낙엽을 뿌려 놓기도 한다. 치우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다. 좋은 놀이 재료

가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 이OO 원장

마OO 교사는 숲 체험에 참여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놀이 시설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소집단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숲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대기 시간에 놀이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이때 놀이 시설물은 유아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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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체험 수업은) 대집단 활동인 경우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움직이고 한곳에서 활

동한다. 소집단 활동을 하는 날에는 5~6명의 유아가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지도사가 준

비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교사나 다른 지도사와 함께 자유 시간을 갖는다. 돌

아가면서 유아숲지도사가 준비한 활동을 한다. (중략) 소집단 활동을 할 경우 대기하는 

아이들은 놀이 시설물에서 시간을 보낸다. 물론 아이들은 어디서나 잘 놀지만 지루하지 

않게 체험 활동을 기다릴 수 있다. 

- 마OO 교사

또한 마OO 교사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장을 

실외활동 장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을 언급하였다. 유치원 주변 유아

와 함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넓은 공터나 공원이 없는 경우 유아

숲체험장에서의 신체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도구를 활용한 다

양한 신체 발달 프로그램이 있고 소도구나 자연 재료를 활용할 경우 유아가 

훨씬 창의적으로 사고함을 언급한 것에서 유아숲체험장에 놀이 시설물이 반

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놀이 시설물은 대근육 발달 위주의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 유아 교육에 있어서 실외활

동, 바깥놀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숲 체험장에서의 신체 놀이 활동도 실외 

활동에 포함된다. (중략) 실외활동 공간이 어려운 유아교육기관도 있을 것이고, (중략) 그

러나 꼭 놀이 시설물이 있어야 신체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처 근린공원에서 훌라

후프, 밧줄 등 소도구를 교사가 준비해 신체활동을 할 수도 있고, 공원에 있는 자연 재

료로 미술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소도구나 자연 재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훨씬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시설물은 놀이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

들이 알고 있는 놀이 방법대로 신체 활동을 하다가 역할 놀이로 연결되는 식이다. 

- 마OO 교사

이와 반대로 유아숲지도사는 놀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유아의 숲 체험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유아가 자연 체험을 시작하는



- 46 -

데 놀이 시설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숲이 낯선 유아는 익숙

한 시설물 놀이로 시작해 숲의 재료와 생명을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에서 숲

에 적응하고 흥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설물을 가장 좋아한다. 시설물에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질서를 지

키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친구를 보고 도전하는 방법을 배운다. 숲 체험이 처음인 아이

들은 흙을 더럽게 생각하고 곤충을 보고 울기도 한다. 그런 아이들이 숲에 적응하려면 

일단 숲에서 놀면서 친해져야 한다. 숲이 낯설어도 시설물이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시설물에서의 놀이로 시작한다. 아이들은 시설물에서 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연

스럽게 흙을 만지고 곤충을 발견한다. 흥미가 생기면 무당벌레를 차례대로 손에 올려보

기도 하면서 지도사에게 질문을 하고 무당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 진OO 유아숲지도사

유럽의 숲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인공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

지만 실내 환경이 인공적이기 때문에 처음 숲에 온 아이들은 당황할 수 있다. 물론 아이

들은 어디서나 잘 논다. 서울시는 유아숲체험장이 야생 숲으로 가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종의 인큐베이터이다. 

- 유OO 유아숲지도사

유OO 유아숲지도사는 13년간의 어린이집 교사 경력과 여러 유아교육기관

의 숲 체험을 지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가 숲 체험 지도에 대한 준비

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사는 유아의 안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하였다. 때문에 야생숲은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가 많아 교사는 유아의 행동

을 제한하고 규칙을 세우게 된다. 인공적인 시설이 많은 규격화된 공간일수

록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시설 위주로 조성된 현황을 

마냥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는 (안전 문제로) 실외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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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숲 체험 지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공적인 시설이 많고 규격화된 공

간일수록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원활히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 유OO 유아숲지도사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야생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행정적 차

원의 세 가지 고려 사항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로 유아숲체험장 부지 선

정 시 접근성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깊은 숲에 조성되지 않아 수목

의 밀도가 낮거나 근린공원 내부에 조성된 경우가 많다. 둘째로 매뉴얼에 수

록된 야외체험학습장은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활동 요소에 따라 구성되었는

데 각 활동 요소가 시설물로 구현되었다. 때문에 유아숲체험장이 더욱 시설 

위주의 인위적인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 차원이다. 

자연물 그대로를 시설물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교구로 활용한다면 유지를 위

한 시설 관리나 유아의 안전, 위생 관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유아숲체험장은 

공공 공간으로서 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조성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략) 법률이 제정되면서 리뉴얼 된 것

이 2014년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이다. 기본방향을 정했고, 대상지 선

정은 접근성을 우선시했다. 초기에 대상지 선정에서 떨어진 곳도 있었다. 접근이 용이한 

곳이 선정되다 보니 더 인공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수락산의 경우 정말 입지조건이 

좋았는데 차에서 내려서 30분을 걸어가야 하는 숲이었다. 모험 놀이터, 목공 놀이터처럼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유아 활동 요소를 분석해서 구성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놀이 요소들이 시설물로 구현되었다. 또 완전한 자연 상태는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

가 매우 많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관리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시설이 필

수가 되었다. (중략) 안전, 관리를 생각하면 이 방식이 옳다. 자연물 그대로 나무를 시설

로 이용한다고 하면 1년 뒤에 다 부스러진다. 종합적으로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현재 모습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유아숲체험장이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누

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의 활동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공공에게 열어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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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 시설처럼 안전하고 관리에 용이한 놀이 시설물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 유OO 유아숲지도사

조OO 유아숲지도사, 진OO 유아숲지도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아숲체

험장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물 설치, 연못 데크와 모래 놀이터 확장 등 개별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숲지도사가 바라는 물리적 개

선점은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설 개선임

을 알 수 있다. 

연못 근처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까이 근접해서 올챙이나 수생식물, 곤충들을 관

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가장 큰 습지인데 접촉면이 너무 작다. 밧줄 시설물

이 부족하고 경사 오르는 시설은 발판이 작은 편이다. 모래 놀이터가 좀 더 커졌으면 좋

겠다.

- 조OO 유아숲지도사

공간 개선이라면 모래 놀이터가 넓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땅 파는 놀이를 좋아하기 때

문에 흙을 팔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 진OO 유아숲지도사

3.2. 체험 프로그램

숲 체험 프로그램과 기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유아

숲지도사의 의견이 비슷하였다. 유아 주도성이 높은 놀이가 중요하며 지도사

와 교사는 유아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넓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5년에 처음 숲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교사가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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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로 교구를 직접 만들고 수업도 주도했다. 운영을 해보니 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

다는 생각이 들어 숲 선생님을 초빙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1회 성으로 그치는 단점이 있었다. 유치원 시범운영과 연구를 이어가면서 유아 주도성이 

높은 놀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지속적으로 숲에 가는 아이들은 

나뭇가지로 다른 놀이를 만들어낸다. 교사는 유아를 믿고 지켜봐 주어야 하고, 유아가 

호기심을 보일 때 같이 얘기하고 질문하면서 생각을 넓혀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알

려주는 자연 놀이는 의미가 없다. 같은 놀이라도 교사 주도와 유아 주도의 결과는 다르

다. 시범 운영 당시 진도가 느린 것 같아서 살짝 의도해봤으나 (교사가 개입해봤으나)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우연히 발견한 거미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알

려준 거미에는 관심이 없다.

- 이OO 원장

이OO 원장과 유OO 유아숲지도사는 유아 주도적 자유놀이와 관련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언급하였다. 2020년부터 개정되는 2019 개정 누리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과정보다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계속 놀이

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OO 유아숲지도사는 개정된 교육 방

향에 현재의 유아숲체험장은 적합한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개정된 누리과정이 매우 놀이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가 더 많이, 

더 창의적으로 놀 수 있도록 재료를 제시해 주는 정도이다. 유아는 낙엽을 가지고 놀다

가 자연스럽게 낙엽으로 가면이나 왕관을 만들어 소꿉놀이를 한다. 교사는 낙엽을 준비

할 뿐 교사 주도하에 낙엽으로 가면이나 왕관을 만드는 미술활동은 큰 의미가 없다는 관

점이다. 

- 이OO 원장

2020년부터 누리과정이 개정된다. 개정된 누리과정은 아이들의 관심 주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사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따라가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기존의 연령

별 교육과정도 없어졌다. 기존의 누리과정은 하위 과정도 많고 교육 계획도 많았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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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된 내용이 많았고 그 표준화가 공간으로 구현된 것이 현재의 유아숲체험장이라고 생

각한다. 개정된 교육 방향에 현재의 유아숲체험장은 적합한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유OO 유아숲지도사

또한 교사의 적절한 답변과 질문을 통해 유아의 숲 체험 효과가 높아진다

는 점에서 숲 체험에 참여하는 유아숲지도사와 교사 모두의 역량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모니터링하면서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랑 가느냐 (교사의 성향과 태도)가 정말 중요

하다는 것을 느꼈다. 공간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요소인데 이 부분이 정말 크다. (중략) 수

준 높은 설계가 되더라도 공간의 활동 요소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공간이 아무리 잘 설계

가 되어도 아이들이 얼마나 머무는지, 누구랑 함께 오는지에 따라 바뀌는 것 같다.

- 유OO 유아숲지도사

진OO 유아숲지도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동행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

우 크다고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이 숲 체험에 관심이 있으면 진행이 수월한

데 그렇지 않으면 25명의 유아를 유아숲지도사 혼자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OO 교사의 경험과 선행 연구 고찰에 따르면 지

도사 1인 당 유아 7명이 적당하다. 산림교육법에 의하면 유아 25명 이하 참

여 시 유아숲지도사 1명이 배치되는데 이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협력을 고

려한 부분임을 추측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최소 2명이 온다. 대부분 혼합 연령으로 25명이 오기 때문에 

각 연령의 담임 교사가 동행하기 때문이다. 원장님이나 학부모가 올 때도 있다. 유아교

육기관이 숲 체험에 관심이 있으면 진행이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도 있다.

- 진OO 유아숲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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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유치원에서 숲 체험을 갔을 때는 유아숲지도사가 여러 명 오셨다. 유아를 6~7

명씩 조를 나눠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활동을 했다. 물론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사

와 함께 활동을 하다가 질문을 하면 유아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마OO 교사

숲 체험에 동행하는 교사의 역량과 태도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장의 태

도 또한 유아 숲 체험의 질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두현(2017), 허혜

정(2016)의 연구에 의하면 결과물을 중요시하는 보여주기식 숲 체험이 진행

되는 기관이 매우 많고 이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도 높았다. 마OO 교사는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어야 하며 결과

물이 없거나 좋지 않더라도 유아가 참여하는 모습만으로 충분하다는 교육 신

념을 전달하였다. 유아의 참여 과정을 우선시하는 교육 신념이 매우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실내 활동을 하면서도 사진을 찍는다. 학기말에 유아 개개인의 활동집을 만들기 때문이

다. 사진과 결과물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어야 

한다. 최대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결국 유아교육기관 원장과 교사의 교육 

신념에 달려있다. 결과물이 없거나 좋지 않더라도 아이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만으로 충분하다.

- 마OO 교사

유OO 유아숲지도사와의 인터뷰에 함께한 마OO 교사는 유OO 유아숲지

도사로부터 유아 숲 체험 교사 교육을 받았다. 이후 숲 체험 프로그램과 숲

에 대한 관심이 커져 유아의 자연 체험 지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전

하며 유아교육기관 교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를 바

탕으로 평소에 유아와 함께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유치원 근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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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며 유아가 조금씩 자연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체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OO 원장 역시 평

소 충분한 바깥놀이와 자유놀이를 통해 유아가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숲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은 숲 체험장에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찾아보고 탐구하기 때문이다. 

(K유치원은) 매일 유치원 교사와 함께 바깥놀이를 한다. 교사가 훌라후프나 밧줄, 공깃돌 

등을 준비하고 근린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논다. 큰 구조물 없이 몇 가지 교구만 있어도 

활발한 놀이가 가능하다. 평소에 공원에서 자유놀이를 충분히 하고 한 달에 한 번 숲 선

생님과 함께 근린공원에서 수업을 한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

고, 자신이 발견한 것이나 궁금했던 것에 대해 숲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숲 선생님

이 알려주는 식물 관련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한다. 

- 이OO 원장

숲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아숲체험장에 방문하는 수업 시

간 외에도 자연과 숲을 주제로 하는 실내 또는 실외 활동이 필요하다. 유아 

숲 체험의 효과 증진에 있어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교육 신념이 중요한 요

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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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물리적 현황 

1. 분석의 내용과 틀

1.1. 분석 내용

본 연구는 유아 숲 체험의 효과 증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충분한 자연

이 유아에게 제공되고, 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가에 집중

해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물리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체험장과 주변 환경을 살펴본다. 지형, 식생, 수공간 등 숲 체험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요소의 현황, 유아가 놀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

연 낱개 재료의 유무, 체험장의 위치와 구조에 따른 특징 등을 알아본다. 항

공사진 다이어그램을 통해 체험장의 위치적 특징을, 안내도를 통해 공간 구

조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둘째, 야외체험학습장의 종류와 배치를 살펴본다. 야외체험학습장이 실외 

놀이 흥미 영역에 따라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물의 배치에 

따른 특징을 알아본다. 

실외 놀이 흥미 영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6개 영역 중 동·식물 기르기 

영역을 제외한 운동놀이 영역, 물·모래놀이 영역, 목공놀이 영역, 조용한 영

역, 개방된 영역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야외체험학습장 중 신체 능력과 

감각 능력 발달을 위한 영역은 운동놀이 영역으로, 물과 모래가 활동의 주재

료가 되는 영역과 수공간은 물·모래놀이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교구와 도구

를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는 영역은 목공놀이 영역으로, 휴식과 정적 활동

이 벌어지는 영역은 조용한 영역, 고정된 시설물 없이 자유롭게 뛰놀며 소품

을 활용한 신체 활동이 가능한 넓은 영역은 개방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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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형 분류

현장조사연구 결과 물리적 현황 분석 대상지인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24곳

은 위치적 특성과 공간 구조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위치적 특성에 

따라 유아숲체험장이 평지형 근린공원 내 조성된 경우 평지형으로, 산지형 

근린공원 내 조성된 경우 산지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혼합형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공간 구조에 따라 응집형과 분산형으

로 분류하였다. 야외체험학습장이 한정된 체험장 영역 내에 배치되었을 경우 

응집형으로, 야외체험학습장이 공원 내 동선이나 등산로를 따라 배치되었을 

경우 분산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체험장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간 유형별 장단점과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위치적 특징

평지형 산지형 혼합형

공간 

구조

응집형
도봉구·서초구

영등포구

강남구·강동구·강서구·관악구

광진구·구로구·노원구·동대문구

동작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

양천구·은평구·중랑구

-

분산형 - 강북구·송파구·용산구 금천구·마포구·종로구

[표 16]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공간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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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현황 분석

2.1. 평지-응집형 유아숲체험장

2.1.1. 도봉구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위치 초안산근린공원 (창동 산24)

조성년도 2014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숲속대피소 ② 숲속도서관 ③ 물·모래놀이장 ④ 나무놀이집 

⑤ 숲속쉼터 ⑥ 모험놀이장 ⑦ 밧줄놀이장 ⑧ 교구놀이장 

⑨ 숲속교실 ⑩ 화장실  

[표 17] 도봉구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17]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8]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초안산근린공원은 일반적인 평지형 근린공원과 같은 평탄한 지형이나 유아

숲체험장 내에는 작은 경사가 많아 다양한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적당

한 폭의 수목이 체험장 둘레에 식재되어 있고 깨끗이 관리되는 근린공원과는 

다르게 유아숲체험장은 자연환경에 가깝게 관리되고 있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의 낙엽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시설물 사이사이 공간이 넓고 놀이 시설물

과 휴식 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자유롭고 활동적인 놀이가 가능해 보

였다. 그러나 평지형 근린공원 내 조성되어 있어 산행이나 산책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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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숲길과 계곡, 습지 등 자연 수공간은 없었다.

[그림 19]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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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입구 

 

[그림 21]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현황

2.1.2.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동 200)

조성년도 2014년 규모 14,000m²

체험 공간 ① 놀이숲 ② 만남숲 ③ 생각숲

[표 18]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22]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23]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은 문화예술공원 입구부에 조성되어 도

보 접근이 매우 편리하다. 체험장은 완전한 평지이며 공간이 넓고 탁 트인 

잔디광장이 있어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평지형 근린공원임에도 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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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세콰이어, 플라타너스 등 수고가 높은 수종이 밀식되어 있는데 나무 아

래 낙엽과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를 놀이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산행

을 할 수 있는 숲길과 계곡, 습지 등 자연 수공간은 없으나 공원 내 산책로

를 따라 걷는 생각숲 코스가 있다. 유아가 차량에서 내려 체험장까지 걸어가

는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타 체험장과 비교하여 부족한 편이나 

실외 놀이 흥미 영역에 따른 공간과 필요한 재료가 골고루 제공되어 있으며 

조용한 영역과 개방된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그림 24]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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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 주변 수목

 

2.1.3.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영등포공원 (영등포본동 582-3)

조성년도 2016년 규모 6,000m²

체험 공간 ① 경사놀이대 ② 다리건너기 ③ 이야기공간 ④ 흙놀이터 

[표 19]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26]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27]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은 영등포공원 중앙에 조성되어 매우 평

탄하다. 시설의 재료가 목재이고 포장의 재료가 흙과 모래라는 점이 영등포

공원 내 놀이터와의 차이점이다.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 역시 평지형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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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조성되어 있어 도보 접근성이 매우 좋고 숲 체험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나 숲길, 계곡 등 자연 요소가 없고 자연 재료가 풍부하지 않아 숲 체험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근린공원처럼 매우 깨끗하

게 관리되어 있어 낙엽이나 열매를 던져보는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워 보였

다.

 

[그림 28]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29] 인공 연못 

 

[그림 30] 영등포공원 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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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지-응집형 유아숲체험장

2.2.1.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일원동 436-6)

조성년도 2015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숲 속 교실 ② 출렁출렁 집 오르기 

③ 꿈틀꿈틀 그물통과 ④ 아슬아슬나무건너기

⑤ 누가 먼저 오르락내리락 ⑥ 간질간질 발바닥 

⑦ 호랑나비 정원 ⑧ 나무 미끄럼틀 

⑨ 숲 속 대피소·관리사무소 ⑩ 나무야 놀자

[표 20]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31]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32]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은 대모산 중턱에 위치하여 등산로를 따라 약 

15분을 걷거나 차량으로 저속 운행하여 유아숲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대

모산 유아숲체험장은 불국사 쪽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갈라진 숲길을 따라  

깊숙한 곳에 조성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유아숲으로 향하는 숲길은 대모산 

자연 생태 관찰로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어 교육적 효과가 있다. 대모산 유

아숲체험장은 경사지에 계단형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등산로와 등산로 

사이 경사지에 숲 체험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때문에 체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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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숲으로 연결되는 등산 동선이 매우 다양해 여러 개의 동선 계획을 가지

고 산행이나 숲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10명 이상의 유아가 

뛰어놀 수 있는 규모의 평지가 체험장 내에는 없어 아쉽다. 각 체험 공간은 

계단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놀이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었다.

[그림 33]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34]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주변 숲길

 



- 63 -

2.2.2. 강동구 종달새 유아숲체험장

위치 일자산공원 (둔촌동 산 102-4)

조성년도 2015년 규모 13,000m²

체험 공간

① 흔들다리건너기 ② 숲교실 ③ 밧줄오르기

④ 통나무오르기 ⑤ 통나무건너기 ⑥ 새둥지놀이터 

⑦ 연못전망데크

[표 21] 강동구 종달새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35] 종달새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36] 종달새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강동구 종달새 유아숲체험장은 일자산 자락에 위치하여 체험장 뒤편 수목

의 밀도가 높고 최소한의 관리로 자연 재료가 많이 남아 있어 자연 상태에 

가까웠다. 동시에 강동 캠핑장과 맞닿아 있어 차량 및 도보 접근성이 매우 

좋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길쭉한 동선을 따라 체험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체험장 규모가 작고 체험 공간의 개수도 

많지 않으나 곳곳에 적당한 경사와 지형의 변화가 있고 참나무류 수목의 잎, 

열매 등 활용 가능한 충분한 자연 재료가 있다. 생태 연못 앞 넓은 데크가 

있으나 펜스가 높고 연못에 직접 진입할 수는 없다. 약 20명의 유아를 수용

할 수 있는 숲속 평지의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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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종달새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38] 종달새 유아숲체험장 내 동선

 

[그림 39] 체험장 뒤편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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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강서구 꿩고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꿩고개근린공원 (내발산동 산19-1)

조성년도 2012년 규모 8,600m²

체험 공간

① 유아대피소 ② 줄잡고 통나무오르기 ③ 나무터널 통과하기 

④ 칙칙폭폭 기차놀이 ⑤ 옹기종기 나무의자 ⑥ 피크닉광장 

⑦ 숲속 야외교실 ⑧ 거미줄 놀이대 ⑨ 징검다리 건너기

⑩ 통나무 건너기 ⑪ 숲속 쉼터 

[표 22] 강서구 꿩꼬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40] 꿩고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41] 꿩고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강서구 꿩고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은 입구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과 비슷하게 경사지 계단형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입구부에 비교적 넓은 평지(모임공간)를 가지고 있다. 한눈에 공간이 파악되

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유아숲으로 체험장 내 수목의 밀도가 적어 자연 재

료는 풍부하지 않으나 체험장 위쪽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따라 산행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숲으로의 연결성은 긍정적이다. 체험 공간은 대부분이 신체 

발달 위주의 놀이 시설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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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꿩꼬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43] 체험장 주변 숲길 

 

[그림 44] 꿩꼬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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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청룡동 산175-36)

조성년도 2012년 규모 9,700m²

체험 공간

① 약속의 터 ② 물모래놀이터 ③ 세족장 ④ 숲속유아쉼터

⑤ 모험놀이터 ⑥ 숲속운동장 ⑦ 실외교구놀이마당

⑧ 쉘터 ⑨ 야외교실 ⑩ 풀잎새터 

[표 23]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45]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46]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은 청룡산 중턱에 위치하여 공원 입구에서 유

아숲체험장 입구까지 약 300m를 걸어 이동한다. 청룡산 유아숲체험장은 놀

이 시설물과 체험 공간이 한곳에 모여 있어 산지-응집형으로 분류되나 체험

장으로 향하는 여러 개의 동선이 있고 각 동선 상에 습지와 잔디밭, 자연 계

곡, 울창한 숲길 등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요소가 다양하다. 

놀이 시설물의 개수는 타 체험장과 비슷하였으나 공간이 널찍해 유아가 활동

할 수 있는 숲의 범위가 넓어 비교적 자연 공간의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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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48] 공원 내 동선 

 

[그림 49] 체험장 주변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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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유아동네숲터 

 

[그림 51] 생태 연못 

 

2.2.5.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아차산 긴고랑공원 (광진구 중곡4동 일대)

조성년도 2016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체험준비관 ② 움집놀이터 ③ 곤충호텔 ④ 돌놀이장

⑤ 그물놀이터 ⑥ 보관함 ⑦ 쌓기놀이터 ⑧ 밧줄오르기 

⑨ 흙놀이장 ⑩ 꽃놀이장데크 

[표 24]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52]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53]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체험장은 긴고랑공원 입구부, 아차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아차산 유아숲체험장은 한눈에 들어오는 크지 않은 규모로 

면적 대비 경사가 심한 편이다. 때문에 체험장 내에는 넓은 평지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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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고랑 공원 운동 시설 공간에서 대체 가능하다. 신체 활동 위주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목공놀이공간과 모래놀이영역이 작게 조성되어 있으나 

비교적 실외 놀이 흥미 영역은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벚나무, 아까

시나무, 소나무 등 체험장 내 수목은 시야가 확보될 정도의 적절한 밀도이나 

2번의 현장답사 결과 체험장 내 자연 재료는 항상 정리되어 부족한 편이었

다. 공원 입구부에 긴고랑 계곡이 있어 여름에는 물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체험장과 연결되는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이 가능하다.

[그림 54]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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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긴고랑 계곡

 

[그림 56] 체험장 옆 등산로 

 

[그림 57] 평지 대체 공간 

[그림 58]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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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구로구 잣절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 (개봉동 45-2)

조성년도 2017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숲속대피소·관리사무소 ② 학습모임마당 ③ 트리하우스 

④ 나무공작마당 ⑤ 모래놀이터 ⑥ 통나무건너기 ⑦ 숲파고라 

⑧ 피톤치드 명상마당 ⑨ 낙엽슬라이드 ⑩ 통나무숲속교실  

[표 25] 구로구 잣절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59] 잣절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60] 잣절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구로구 잣절공원 유아숲체험장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잣절공원) 등

산로 진입부에 조성되어 있다. 놀이 시설물은 평지에 조성되어 있어 유아가 

자유롭게 뛰 놀 수 있으나 고정 시설물이 없는 개방된 평지는 없다. 체험 공

간은 대부분이 신체 활동 위주의 시설물이었으나 일부는 단단한 흙 포장 위

에, 일부는 모래 놀이장 위에 설치되어 있어 서로 다른 놀이 양상이 관찰될 

것이라 예측된다. 체험장 내부와 주변 참나무류 낙엽과 열매가 곳곳에 쌓여 

있어 자연 재료로 충분한 활용이 가능해 보였다. 체험장 뒤쪽으로 넓고 조용

한 휴식 공간인 피톤치드 명상 마당을 두어 정적인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매

봉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여 데크길과 완만한 숲길을 따라 산행 또는 숲 

산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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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잣절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62] 체험장 뒤편 숲길 

 

[그림 63] 등산로 

 

[그림 64] 반딧불이 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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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수락산공원 (상계동 산155-1)

조성년도 2013년 규모 13,000m²

체험 공간

① 주차장 ② 만남의 터 ③ 초화원 ④ 숲속휴게소

⑤ 화장실 ⑥ 음수대 ⑦ 올챙이숲속교실 ⑧ 교구놀이마당 

⑨ 모험놀이마당 ⑩ 모래놀이터 ⑪ 계곡물놀이마당

[표 26]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65]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66]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은 차량으로 유아숲체험장 입구까지 진입이 가

능하다.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으나 유아숲체험장 이용자의 경우

에만 저속으로 진입 가능하다. 도로변에서 유아숲체험장까지 도보로 약 15분

이 소요되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도보 접근은 쉽지 않으나 야생성이 

높은 숲 환경을 갖추고 있다. 등산로와 등산로 사이 경사지에 조성되어 있어 

통과 동선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등산객의 이용이 많지 않았으며 유아가 뛰

놀 수 있는 넓고 완만한 경사지였다. 가꿔지지 않은 숲 공간으로 관리되고 

있어 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자연 재료가 많았고 안전과 위생 측면의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수락산 유아숲체험장은 유아의 체험공간으로 수락산 

자연 계곡을 활용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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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68] 차량 진입로 

 

[그림 69] 체험장 주변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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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동대문구 배봉산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배봉산공원 (휘경동 산6-83)

조성년도 2013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통나무집 ② 물놀이터 ③ 모래놀이터 ④ 배움터

⑤ 나뭇가지집 ⑥ 나무오르기 ⑦ 숲속놀이터 ⑧ 나무위의집 

⑨ 통나무건너기 ⑩ 나무그늘쉼터  ⑪ 전망놀이터 ⑫ 원두막 

⑬ 화장실

[표 27] 동대문구 배봉산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70] 배봉산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71] 배봉산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배봉산 유아숲체험장은 일반 등산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유아숲체험장 입구와 등산로 입구가 다르고, 등산로 중간에 유아숲

체험장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

으나 직접 진입할 수 없어 유아숲체험장은 온전히 유아만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체험 공간은 고정되지 않은 자연물 교구가 타 체험장에 비해 다양

했으나 가공되지 않은 목재로 만든 고정 시설물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했

다. 곳곳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작은 규모의 개방된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평지와 경사 지형을 모두 가지고 있어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하다. 유아가 

접할 수 있는 자연 재료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계곡, 연못 등의 자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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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아쉽다.

[그림 72] 배봉산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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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서달산자연공원(현충공원) (상도1동 산49-36)

조성년도 2015년 규모 13,000m²

체험 공간

① 나무올라타기 ② 야외교실 ③ 유아숲관리실 

④ 통나무징검다리 ⑤ 나무토막쌓기 ⑥ 나무인디언집 ⑦ 경사놀이 

⑧ 세줄타기 ⑨ 휴게쉼터 ⑩ 숲속오두막  ⑪ 숲교실

[표 28]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73]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74]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험장은 도로변에서 등산로를 거쳐 진입한다. 유아

는 체험장으로 향하는 숲길에서 울창하고 다양한 수종의 수목, 야생화 등 생

태 관찰을 할 수 있다. 타 체험장과 비교했을 때 계획 식재되지 않은 야생화 

수종이 많고 등산로를 걸으며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

달산 유아숲체험장은 유아가 오감으로 풍부한 숲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

다. 숲속 도서관은 대피소 겸 관리소로 활용되고 있었고 체험장 내 간이시설

로 관리실이 마련되어 있어 유아숲지도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구의 보관이 

매우 용이했다. 서달산 유아숲체험장은 대부분이 신체 활동 위주의 시설물이

었으나 각 체험 공간마다 적당히 넓은 평평한 공간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이 행해질 수 있다. 가공된 목재 교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유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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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무거운 무게와 크기였다. 서달산 유아숲체험장은 체험장이 한눈에 들어

오는 규모와 공간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찬 숲 체험이 가능해 보였다.  

[그림 75]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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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진입 동선 (등산로)

  

2.2.10. 서대문구 백련산 매바위 유아숲체험장

위치 백련공원 (홍은동 산19-19)

조성년도 2016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그루터기·통나무쉼터 ② 대피소 ③ 네트 오르기 

④ 가방걸이대 ⑤ 인디언집 ⑥ 낙엽 매둥지 

⑦ 교구 놀이 ⑧ 솔방울 던지기 ⑨ 나무 오르기

⑩ 흔들 밧줄 건너기 ⑪ 매바위 오르기

[표 29] 서대문구 백련산 매바위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77] 백련산 매바위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78] 백련산 매바위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서대문구 백련산 매바위 유아숲체험장은 차량으로 입구까지 접근이 가능하

나 유아숲체험장 근처 주차 공간이 없어 갓길 주차 차량이 많다. 유아숲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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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백련공원 등산로 옆에 조성되어 있어 일반 등산객의 동선과 체험장 내 

동선은 겹치지 않는다. 체험장은 완만한 경사지에 조성되어 지형을 활용한 

체험 공간이 많았는데 각 체험 공간이 널찍하여 유아의 자유놀이에 적당한 

공간이었다. 4월 중순에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자연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낙엽이나 열매는 많지 않았으나 벚나무, 진달래, 개나리 등 꽃 관찰과 느티

나무, 단풍나무 낙엽 놀이, 소나무 아래 솔방울 줍기 등 대표적인 자연물 놀

이 재료로 활용되는 수종이 많았다. 백련공원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79] 체험장 입구와 등산로 

 

[그림 80] 주말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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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백련산 매바위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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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성동구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대현산공원 (옥수동 436-9)

조성년도 2018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숲속대피소 ② 낙엽놀이장 ③ 감성숲놀이터 ④ 상상숲놀이터

⑤ 학습숲놀이터 ⑥ 활동숲놀이터

[표 30] 성동구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82]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83]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대현산공원은 산지형 근린공원이나 공원 시설이나 내부 동선이 평지형 근

린공원과 같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어 타 산지형 근린공원에 비해 숲길의 자

연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낙엽 놀이장을 작게 조성해놓았지만 자연 재료가 

풍부하지 않아 숲 체험 공간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유아가 마음껏 뛰

어놀 수 있는 평지는 없었으나 대현산공원 내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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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85]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전경

 

[그림 86] 대현산공원 내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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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성북구 개운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개운산공원 (돈암동 산6-1)

조성년도 2013년 규모 9,000m²

체험 공간
① 화장실 ② 담소정 ③ 모래놀이터 ④ 균형잡기놀이터 

⑤ 숲속쉼터 ⑥ 나무놀이터 ⑦ 숲교육장 ⑧ 모험놀이터

[표 31] 성북구 개운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87] 개운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88] 개운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성북구 개운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은 개운산근린공원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나 차량 접근이 가능해 하차하여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다. 중앙 산책로

를 기준으로 숲으로 향하는 경사지에 조성되어 있어 크게 눈에 띄지 않으나 

울창한 수목 아래 체험장으로 진입하는 긴 데크 동선이 있어 등산객의 이용

이 많은 편이다. 경사지에 계단형으로 조성되어 각 체험 공간은 평탄하나, 

원 지형의 경사가 매우 심해 체험 공간 사이의 높이차가 크고 규모도 크지 

않다. 따라서 유아가 마음껏 뛰놀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대신 체험장에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울창한 수목 아래 넓은 평상을 설치한 유아동네숲

터가 있다. 경치가 좋고 나무 그늘이 시원해 일반인 이용이 매우 많으나 유

아가 자유롭게 뛰놀기 적합하며 휴식 공간 및 모임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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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개운산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90] 공원 중앙 산책로 

 

[그림 91] 데크 산책로

 

[그림 92] 체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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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양천구 신정산 우렁바위 유아숲체험장

위치 계남근린공원 (신정3동 621)

조성년도 2015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숲속도서관 ② 그루터기 쉼터 ③ 낙엽풀장 ④ 인디언집

⑤ 길어지는 벤치 ⑥ 흔들밧줄건너기 ⑦ 숲소파 ⑧ 다람쥐놀이집

⑨ 나무오르기

[표 32] 양천구 신정산 우렁바위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93] 신정산우렁바위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94] 신정산우렁바위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양천구 신정산 우렁바위 유아숲체험장은 계남공원 입구부에 조성되어 있

다. 경사지에 계단형으로 조성되었으나 체험 공간이 위치한 평지의 규모가 

넓은 편으로 유아가 신체 활동이나 소도구 놀이, 모래 놀이를 하기에 용이하

다. 자연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영역을 마련하고 옆에 낙엽을 모아

두었다는 점, 체험장 뒤편으로 소나무가 밀식된 완만한 경사지가 있어 수목 

아래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아의 숲 활동에 필요한 

여러 공간적 특징이 효율적으로 반영된 체험장이라 판단된다. 체험장 건너편

에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생태 관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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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신정산 우렁바위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96] 공원 내 등산로 

 

[그림 97] 체험장 뒤편 수목 

 

[그림 98] 생태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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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은평구 서오릉 유아숲체험장

위치 탑골생태공원 (진관동 390)

조성년도 2014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밧줄놀이 ② 흙놀이장 ③ 외줄타기 ④ 통나무드럼

⑤ 얼개집 ⑥ 밧줄오르기 ⑦ 통나무놀이 ⑧ 움집

⑨ 실외학습장 ⑩ 공원관리사무소 및 대피소 ⑪ 연못관찰데크

⑫ 측백나무 미로원 

[표 33] 은평구 서오릉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99] 서오릉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00] 서오릉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은평구 서오릉 유아숲체험장은 위치적으로 산지형에 속하나 등산로 옆 탑

골생태공원 내에 조성되어 평지형에 가깝게 관리되고 있다. 신체 활동 위주

의 시설물과 흙 놀이 공간이 대부분으로 숲 체험 공간으로서의 자연 요소는 

충분하지 않으나 등산로를 따라 산행이나 산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험장 주

변 자연환경과의 연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측백나무 미로원이라는 독특

한 체험 공간과 넓은 생태 연못이 특징적이며 체험장 내 체험 공간의 규모

와 난이도, 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였을 때 영아 또는 만 3세 유아가 숲 체

험에 적응하고 도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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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서오릉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102] 탑골생태공원 내 동선 

 

[그림 103] 입구 옆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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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중랑구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용마산공원 (면목동31-25)

조성년도 2014년 규모 10,000m²

체험 공간

① 만남의 장소 ② 초화원 ③ 놀이터 ④ 실외교구장 

⑤ 대피소 ⑥ 숲속교실 ⑦ 화장실 ⑧ 운동시설 

⑨ 전망대 ⑩ 숲속쉼터 

[표 34] 중랑구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104]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05]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중랑구 용마산 유아숲체험장은 공원 입구에 조성된 실외교구장에서 시설물 

놀이, 모래 놀이, 자연물을 재료로 한 목공놀이가 가능하다. 널찍한 공터와 

모임 공간,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외 놀이 흥미 영역에 따라 구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원 내 등산로를 따라 산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숲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숲 체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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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그림 107] 용마산공원 등산로 

 

[그림 108] 주말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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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지-분산형 유아숲체험장

2.3.1.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오동근린공원 (번동 산17-13)

조성년도 2013년 규모 8,000m²

체험 공간
① 유아숲체험장 ② 숲속놀이터 ③ 나무공작소 ④ 자작나무숲 

⑤ 복자기·잣나무 쉼터 ⑥ 모임터

[표 35]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109]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10]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은 놀이 시설물과 체험 공간이 모여 있

는 유아숲체험장이 입구부에 조성되어 있고 이를 시작점으로 하는 숲 체험 

코스가 계획되어 있다. 지도사와 함께 숲길을 탐방하고 유아숲체험장으로 돌

아와 자유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등산 동선을 따르는 숲 체

험 코스는 유아가 걷기에 가파른 구간도 있었으나 도전하며 신체 능력을 기

를 수 있는 정도였다. 숲길 곳곳에 체험 공간과 쉼터를 조성하였는데 자작나

무숲, 복자기·잣나무 쉼터의 경우 특징적인 수목 군락 아래 유아를 위한 공

간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휴식 공간의 경우 일반 등산객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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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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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숲길

  

2.3.2. 송파구 송파 유아숲체험장

위치 장지공원 (장지동 851)

조성년도 2013년 규모 8,000m²

체험 공간

① 햇살가득집 ② 데굴데굴모험놀이터 ③ 뚝딱뚝딱목공놀이터 

④ 오물조물소꿉놀이터 ⑤ 알록달록미술놀이터 ⑥ 쿵짝쿵짝음악놀이터

⑦ 팔랑팔랑바람놀이터 ⑧ 숲속향기집 

[표 36] 송파구 송파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113] 송파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14] 송파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송파구 송파 유아숲체험장은 장지공원 내 동선을 따라 곳곳에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산지형 공원이나 높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 유아가 활동하기

에 적합하며 체험장 동선은 기존 공원 동선을 따르나 동선이 여러 갈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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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져 있어 등산객의 이용이 유아의 숲 체험에 큰 방해 요소가 되지 않

는다. 송파 유아숲체험장의 모든 체험 공간은 한 번에 25~30명의 유아가 참

여하기에는 좁아 소집단 활동이 적절해 보였다. 또한 목공놀이터, 미술놀이

터, 음악놀이터, 바람놀이터의 경우 평상과 작은 그루터기가 시설의 전부로 

교사 재량이 매우 커 보였다.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된 팔랑팔랑 바람

놀이터에서는 팔을 벌려 바람을 느껴보거나 낙엽을 던져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장지공원 옆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지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미기후적 특징을 이용하여 체험 공간을 배치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림 115] 송파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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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송파 유아숲체험장 숲길

  

[그림 117] 생태 연못

2.3.3. 용산구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응봉공원 (한남동 산8-1)

조성년도 2012년 규모 10,100m²

체험 공간
① 숲속유아쉼터 ② 경사놀이터 ③ 숲소리음악대 ④ 사슴벌레쉼터 

⑤ 모험놀이마당 ⑥ 나무공작소 ⑦ 전망쉼터

[표 37] 용산구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118]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19]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용산구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은 등산로를 따르는 약 1km의 숲길 곳곳에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분산형 유아숲체험장은 순환 동선이나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순환하지 않는 일직선의 숲길로, 매봉산 등산

로 입구 두 곳을 잇는 동선을 유아숲체험장으로 지정하였다. 동선의 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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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시설물의 개수는 적은 편이며 체험 공간과 체험 공간 사이 거리가 꽤

나 멀어 타 체험장과 비교하여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은 프로그램 상 산행의 

비중이 크다. 산행을 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자연 식생이 풍부했고, 물놀이 

공간과 생태 연못을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체험장 입구부 광장 외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숲속 평지는 없으며, 

유아의 체력과 수업 시간을 고려했을 때 매번 비슷한 시설물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숲속유아쉼터, 움집, 경사 놀이대를 제외하면 모두 공터 또는 

휴식 공간으로 쓰이는데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반 등

산객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120]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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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 숲길

  

[그림 122] 생태 연못 

2.4. 혼합-분산형 유아숲체험장

2.4.1. 금천구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위치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독산동 산199-1)

조성년도 2013년 규모 12,000m²

체험 공간
① 유아숲체험장(3,000㎡) ② 1코스 : 즐거운산행(800m)

③ 2코스 : 생태탐방(950m) ④ 3코스 : 함께하는놀이(550m) 

[표 38] 금천구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123]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24]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금천구 베짱이 유아숲체험장은 체험 공간과 관리 사무소가 위치한 소규모 

유아숲체험장이 입구무에 조성되어 있으며 체험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숲 체



- 100 -

험 코스 세 가지가 계획되어 있다. 유아숲체험장에는 놀이 시설물, 모래 놀

이터,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충분한 평지가 확보되어 숲 체험의 시작과 

마무리를 위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된다. 산행 1코스는 일반 등산로를 따라 

설정되어 있어 유아에게 다소 위험하다고 느껴졌다. 경사가 심한 비포장 등

산로가 대부분이라 성인도 조심하게 되는 구간이 매우 많았다. 또한 숙련된 

지도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유아가 길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숲 체험이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산행 자체가 도전이 될 수 있고, 계

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곳이었다. 2코스는 1코스

와 비슷한 난이도의 산행 후 생태 연못에서 활동을 마무리하며, 3코스는 체

험장 옆 운동장과 놀이 시설, 산책 트랙에서의 활동이다. 근린공원 시설의 

일부로 넓은 평지가 필요한 적극적인 신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25]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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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1코스 숲길

  

[그림 127]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2코스 숲길

  

[그림 128] 2코스 쉼터 

 

[그림 129] 2코스 생태 연못 

 

[그림 130]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3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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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마포구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상암공원 (상암동 산26-38)

조성년도 2013년 규모 15,000m²

체험 공간

① 숲속의집, 모래놀이터 ② 생태 연못, 계류 ③ 숲맞이마당 

④ 두꺼비로드 ⑤ 휴게공간1 ⑥ 휴게공간2 ⑦ 야외교실1

⑧ 모험놀이공간 ⑨ 체험놀이공간 ⑩ 휴게공간3 ⑪ 야외교실2

[표 39] 마포구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131]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32]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마포구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은 공원 입구부 체험 공간을 지나 두꺼비로

드라고 불리는 데크 계단부터 본격적인 숲 체험이 시작된다. 체험장 동선은 

상암공원 내 등산 동선과 일치한다. 동선 군데군데 조성된 놀이 시설물과 휴

식 공간은 경치가 좋고 널찍하여 일반 등산객이 머물다 가기도 한다. 경사가 

완만하여 유아가 산행을 하며 숲을 체험하기에 적당한 환경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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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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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상암공원 입구부

  

[그림 135] 두꺼비로드 

 

[그림 136]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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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삼청공원 (삼청동 산2-1)

조성년도 2013년 규모 13,000m²

체험 공간

① 동심의 숲 ② 물의 숲 ③ 숲속의 숲  

⑴ 하늘놀이대 ⑵ 팥배나무소꿉놀이터 

⑶ 자갈개울 ⑷ 숲속교실 ⑸ 자라는나무  ⑹ 숲속쉼터 

⑺ 동반체험장 ⑻ 나무공작소 ⑼ 숲어울림터 ⑽ 흙놀이터

⑾ 소나무숲쉼터 ⑿ 곤충아파트 ⒀ 나무실로폰 ⒁ 창의놀이터

[표 40]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 개요

[그림 137]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 위치 

 

[그림 138]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 안내도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은 세 가지 체험 공간을 가지고 있다. 공원 입구에

서 제일 가까운 동심의 숲에는 모래 놀이터와 놀이 시설물, 생태 연못, 운동

장이 있어 적극적인 신체 활동과 자유 놀이가 가능하다. 물의 숲은 자연 계

곡을 유아를 위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물·모래 놀이가 가능하도록 작

게 모래 놀이장을 조성해놓았으며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계곡을 평

평하게 정비하였다. 숲속의 숲은 이름처럼 울창한 수목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여 산지형의 장점을 살렸다. 놀이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물이 많

았고, 규모가 널찍하여 자연 지형을 오르내리며 신체 능력을 기를 수 있었

다. 목재 교구를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유아숲체험장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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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교구 놀이, 목공 놀이가 가능하다.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은 공원 내 

특징적인 자연 공간을 활용하여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

다.

[그림 139] 삼청공원 입구

 

[그림 140] 유아숲체험장으로 향하는 숲길

[그림 141] 숲속의 숲

 

[그림 142] 주말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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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 체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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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연구는 현장답사를 통해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현장감 있는 물리적 현

황과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위치적 특성과 공간 구조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 별 특징을 갖는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조성 

위치에 따라 평지형과 산지형,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는 혼합형과 공간 구

조와 체험 공간의 배치에 따라 응집형과 분산형으로 분류된다. 현장답사를 

진행한 유아숲체험장 24곳은 평지-응집형, 산지-응집형, 산지-분산형, 혼합-

분산형 네 가지 유형에 속한다.

평지형 근린공원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자연 

요소(지형, 숲길, 수공간 등)나 자연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 숲 체험에 매우 

불리하다. 또한 일반 근린공원처럼 깨끗하게 관리되는 경우 자연물 놀이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험장 영역은 근린공원과 다른 방식의 관리가 이뤄

져야 한다. 반면에 평지형 근린공원은 접근성이 매우 좋고 넓은 평지의 확보

가 쉽다. 안전사고의 부담이 적으므로 야생에 가까운 숲에서의 체험 이전에 

숲, 흙, 모래와 같은 자연물에 적응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체험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유아숲체험장이 산지-응집형 유형에 속했으며 산지형 근린공원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숲 체험에 가장 유리하다. 산지

-응집형 유아숲체험장은 근린공원 입구부에 조성된 경우와 등산로 또는 차량

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깊은 곳에 위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깊은 

숲에 위치할수록 야생에 가까운 숲 체험장이 되겠지만 숲 체험 환경의 질적 

수준에 있어 중요한 점은 기존 자연환경을 얼마나 활용하여 체험장을 조성하

였는가에 있다. 응집형 유아숲체험장은 지정된 체험장 영역에 놀이 시설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시설 위주로 보이기도 하나 실제 숲 체험이 시설물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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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아숲지도사는 체험장 주변 자연요소를 숲 체

험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기존 등산로가 유아숲체험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

더라도 이를 따라 숲 산책 또는 산행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산지-분산형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완만한 등산로를 따라 체험 공간이 배치

되어 있으며 산지형 근린공원의 이점으로 풍부한 자연환경에서 숲 체험을 진

행할 수 있다. 숲길이 유아숲체험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곳곳에 유아를 위한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동선과 순서로 숲 체험을 하

며 유아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등산로를 체험장 

동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평

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체험 공간이 곳곳에 하나씩 배치되어 유아의 집

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숲 체험 코스의 시작점이나 공원 내 시설을 활용

하여 평지를 확보하고, 모임 공간과 개방된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합-분산형 유아숲체험장은 숲 체험에 대한 부담이 적은 평지형의 이점과 

자연환경이 풍부한 산지형의 이점을 모두 가진다. 따라서 숲 체험이 어려운 

영아나 만 3세 유아,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만 4~5세 유아가 같은 유

아숲체험장, 다른 공간에서 특성에 맞는 숲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로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체험장 개별 특징에 따라 숲 체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지-응집형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접근성이 좋고 

평지의 확보가 쉬우나 자연환경이 풍부하지 않다. 반면에 평지-응집형에 속

하는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은 목련, 메타세콰이어, 플라타너스와 

같이 잎과 열매가 특징적인 수종이 밀도 높게 식재되어 있는데 이를 자연물 

놀이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 자연 재료가 풍부하지 않은 평지형 

근린공원의 단점을 극복하고 숲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문화예술공원

과 영등포공원은 도시 환경에 둘러싸인 평지형 근린공원이라는 공통점이 있

으나 문화예술공원이 숲 체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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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형 유아숲체험장은 기존 자연환경을 숲 체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그리고 각 유아숲체험장은 자연환경 차원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강북구 오동근

린공원 유아숲체험장,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

험장, 용산구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은 비교적 야생에 가까운 숲길과 완만한 

등산로를 가지고 있다. 등산로를 산행 코스로 계획하고 등산로와 물리적으로 

연결된 유아숲체험장을 계획하여 숲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연 계곡이 

있는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체험장과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은 이를 물

놀이 공간으로 활용해 유아가 보다 다양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은 자작나무 군락, 복자기 군락, 잣나무 군

락 아래 체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수종별, 계절별로 다른 숲의 모습을 가까

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산지형 근린공원의 자연환경적 특징을 파

악하고 이를 특징적인 체험 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숲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향후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있어 대상지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강조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새로운 대상

지를 발굴해낼 수 있다.

셋째로 체험장 내 야외체험학습장의 경우 실외 놀이 흥미 영역에 맞춰 고

르게 구성된 체험장도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운동놀이 영역의 비중이 매우 컸

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과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은 

산지형 근린공원 중턱의 경사지에 조성되었으며 주변 자연환경이 매우 풍부

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야외체험학습장의 영역별 구성을 비교했을 때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은 영역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은 운동놀이 영역의 놀이 시설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구성만으로 숲 체험의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모래놀이와 목공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 공간과 교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자연 계곡,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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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기와 동화 읽기 등 정적인 활동이 가능한 모임 공간과 숲속 교실을 마

련함으로써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숲 체험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외체험학습장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영역

별 분류 자료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운동놀이 영역의 시설물은 크게 목재 조

합 놀이대와 경사 오르기, 통나무 오르기, 통나무 건너기, 밧줄 놀이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감각 활동을 위한 낙엽 놀이, 맨발로 걷기, 바람 느껴보기를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었다. 기타 은평구 서오릉 유아숲체험장의 측백나

무 미로원과 강서구 꿩고개 유아숲체험장의 나무터널 통과하기를 운동놀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동놀이 영역은 시설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야생에 가까운 체험장에 놀이 시설물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체험 공간

의 규모가 작거나 시설물이 거의 없는 경우 교사의 역량과 프로그램의 비중

이 매우 커져야 한다. 시설물은 유아가 숲 체험에 적응하고 집중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시설물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숲 체험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연결성을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 

모래놀이장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었다. 모래만 있는 경우와 물

놀이와 모래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경우, 교구를 제공하는 경우, 통나무와 

그루터기, 조합놀이대와 같은 고정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로 나뉜다. 대다수

의 유아숲체험장은 답압이 심한 흙포장 또는 야자매트가 설치되어 있어 모래

놀이는 모래놀이장에서만 가능했다. 

수공간은 인공 시설과 자연 수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래놀이장 옆에 

펌프를 설치한 경우 물·모래 놀이가 가능하다. 생태 연못을 조성한 체험장도 

많았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 유아가 연못 가까이에서 관찰을 할 수 

있다. 자연 계곡을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한 체험장은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

체험장과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이었다.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은 야외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공원 입구에서 계곡으로 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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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물놀이가 가능했다.

목공놀이 영역은 목공놀이장을 마련한 경우 목공놀이 영역으로 분류하였

다. 평지 또는 그루터기나 통나무가 설치된 경우, 테이블이나 평상이 설치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교구가 준비된 곳은 7곳이었으며 모두 나무 쌓기 

놀이 교구였다.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체험장과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

장 교구와 같이 작은 크기의 교구부터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마포구 

상암공원 유아숲체험장 교구와 같이 유아가 힘을 합쳐 옮겨야 하는 크고 무

거운 교구까지 다양했다.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작은 나무 쌓

기 교구와 무거운 통나무 교구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조용한 영역은 정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휴식 공간을 포함한다. 대부

분이 휴식 공간으로 파고라, 평상, 의자와 넓은 테이블이 많았다. 교사와 유

아가 모여 앉아 구조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루터기나 의자를 설

치하거나 스탠드 형식의 숲속 교실을 조성한 곳도 많았다. 대다수의 유아숲

체험장에 움집이 조성되어 있는데 유아는 움집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역할 놀

이(상징 놀이)를 한다. 

개방된 영역은 고정 시설물 없고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공터를 분류하였

다. 산지형 근린공원의 경우 유아 25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규모의 평지를 발

굴하기 쉽지 않다. 야생성이 높은 체험장의 경우 공원 내 평지로 대체할 수 

있고 소규모 평지를 여러 곳 발굴하여 숲 체험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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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획 원칙과 공간 개선 방안

1. 계획 원칙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유아를 위한 산림 교육 시설이자 공공 공간으로서 

모든 유아가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 따라서 유아숲체험장은 기회의 확장으로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질적 수준의 향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 숲 체

험의 핵심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등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다. 유아의 전

인적 성장은 숲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유아가 스스로 놀잇감을 찾고 창의적

인 놀이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유아가 

자연을 탐구하며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연 공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교육적 효과 증진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운영 체계 차원의 계획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1.1. 물리적 공간

물리적 공간 차원의 계획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체험장 내 

자연 공간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숲 체험의 본질은 숲이라는 공간에 있

다. 숲 체험이란 숲속에서의 시설물 놀이를 넘어 유아가 숲에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고 숲을 탐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숲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상지를 선

정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숲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별 유아숲체험장의 강점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숲 체험의 효

과를 극대화하는 모든 물리적 조건을 하나의 유아숲체험장이 갖추기는 어렵

다. 유아숲체험장이 조성되는 근린공원의 위치적 특징과 자연환경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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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원 시설의 현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시설물, 같은 프로그

램이 제공되더라도 유아숲체험장의 환경적 특징에 따라 숲 체험의 효과는 달

라질 수 있다. 숲 체험 효과를 높이는 개별 유아숲체험장의 강점을 파악하여 

공간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발달 영역에 따라 체험 공간이 영역별로 균형 있게 구

성되어야 한다.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태는 별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공간의 환경적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강태순 2015, p.27). 숲 체험장의 

공간 특성 역시 유아의 놀이와 숲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 과정과 영역에 따라 섬세하게 계획되어 이뤄지며 유아교육이 이뤄지는 

실내, 실외 공간 역시 흥미 영역에 따라 조성된다. 숲 체험장 또한 흥미 영

역에 따른 야외체험학습장을 계획하고 숲 환경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체험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유아가 빠르게 숲에 적응해 (정기 이용의 경우) 시

간적, 기간적 제한이 있는 유아숲체험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유아 

숲 체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2. 운영 체계

운영 차원의 계획 원칙은 크게 관계자 협의와 시설 관리 측면으로 나뉜다. 

먼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숲 체험을 위해서는 유아의 숲 체험을 함께하는 

유아숲지도사와 유아교육기관 교사, 구청 담당자 간의 사전 교육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각자가 지향하는 유아 숲 체험의 방향

과 유아숲지도사와 교사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유아숲지도사가 유아교육기관이 원하는 방향의 숲 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

우 숲 체험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숲 체험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할 경우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의 안전이나 관심사를 모두 챙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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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도가 힘들어진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출석 횟수가 다음 정기 이용 기

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기상 상태에 따른 체험장 출석 여부

와 유아의 지속적인 참여 여부 등 해당 체험장의 관계자 간 자율적으로 협

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림 144] 관계자 협의 예시 

관리적 측면에서 시설의 위생과 안전 관리는 최대한으로, 환경미화적 관리

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유아숲체험장의 시설

은 매우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근린공원과 같이 깔끔한 상

태를 유지하거나 미적인 부분을 위한 식재 관리는 불필요하다. 유아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나 자연물 놀이가 가

능한 체험장 환경을 위한 환경미화적 관리는 최소한으로 투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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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개선 방안

앞서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원칙을 제시하였

다. 본 절에서는 계획 원칙을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공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아숲체험장의 입지 조건과 공간 구성에 관한 개선 방안

을 제시하고 이를 현황에 적용하였다. 

2.1. 평지와 숲길의 확보

유아숲체험장 위치 선정에 있어 고정 시설물이 없는 평지와 체험장으로 이

동하는 숲길 또는 체험 공간을 잇는 숲길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역시 대상지 선정 

시 유아의 주 활동 공간이 되는 평탄지를 두 곳 이상 확보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률에 근거하여 위험 시설8)

로부터의 수평 거리가 50m 이상이고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경우 유아숲체험장의 조성이 가능하다. 

고정 시설물이 없고 시야가 완전히 확보된 평지는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 

놀이와 자연물과 교구를 사용하는 목공 놀이, 모여 앉아 진행하는 정적인 활

동, 자유 놀이와 휴식 등 모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

다. 하차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평지를 확보하여 숲 체험을 시작하고 마무리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고 체험장 입구를 지나 숲 곳곳에 평지를 확보하

여 체험장 특정에 맞게 흥미 영역을 지정하여도 좋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현황 중 대상지 선정과 평지 조성에 있어 다음과 같

은 사례를 참고 할 수 있다.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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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공원 입구에서 본 유아숲체험장

 

[그림 146] 유아숲체험장에서 본 잔디 광장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은 비교적 수목의 밀도가 높은 공원 가

장자리에 조성되어 자연물 놀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 방문객

과의 충돌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잔디 광장 옆에 위치하여 잔디 광장을 숲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체험장 영역을 드러내는 입구 안내판이나 펜스가 

없고 시각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 공원 시설과의 연결성이 높다. 서초

구 문화예술공원과 같이 공원 전체가 평지인 경우 유아숲체험장의 개방된 영

역으로서 평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근린공원 내 체험장 위치 선정 시 주

변 자연환경, 기존 공원 동선, 대체할 수 있는 공원 시설과의 연결성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림 147] 도봉구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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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도봉구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과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은 기존 경사 

지형을 절토하여 평지를 확보하였다. 체험장 위치 선정 시 평지의 확보를 위

하여 완만한 경사지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절토로 인해 생긴 단차를 경사 

오르기 시설이나 추가 식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아는 숲길을 걸으며 가까이에서 숲을 보고 만질 수 있고, 지도사와 함께 

호기심을 해결하며 숲을 알아간다. 정기적으로 체험장에 방문하여 숲길을 걸

으며 날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숲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고, 여러 갈래

의 등산로를 따라 산행할 경우 유아와 함께 코스를 정하며 숲과 숲 체험에 

대한 유아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현황 중 

참고할 수 있는 숲길 조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9]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그림 150]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그림 151]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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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과 동작구 서달산 유아숲체험장은 산지형 근린

공원 중턱에 위치하여 유아숲체험장 입구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하다. 유아는 

유아숲체험장에 도착하기 위해 반드시 숲길(등산로)을 지나야 한다. 하차 지

점에서 약 10~20분을 걸어 도착할 수 있는 숲 공간을 발굴해 유아숲체험장

을 조성할 수 있다. 

응집형 유아숲체험장의 숲길은 유아숲체험장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

다. 반면에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산행을 마친 뒤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동선이 계획되어 있고 동선 상에 위치한 야외체험

학습장은 유아숲체험장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는 기존 등산로를 

따라 체험 공간이 분포되어 있는 분산형 유아숲체험장의 공통적 특징이다.

산지형 근린공원의 경우 숲길의 확보가 매우 쉽다. 기존 등산로와 자연 발

생한 비포장 숲길의 현황을 먼저 확인하여 유아숲체험장 대상지 선정과 공간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유형별 유아숲체험장의 공간 구조를 실제 면적에 맞춰 단순화하였다. 응집

형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숲 산책과 산행이 진행되더라도 숲길이 유아숲체험

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분산형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응집형에 비해 시

설 공간의 면적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숲체험장은 각 유형마다 주

어진 환경과 그에 따른 공간 구조가 달라 숲 체험 효과를 높이는 강점 또한 

모두 다르다. 평지형 유아숲체험장의 강점인 평지, 응집형 유아숲체험장의 

강점인 넓은 체험 공간, 산지형·분산형 유아숲체험장의 강점인 숲길을 유아

숲체험장 조성 시 고려해야 할 공간 요소로 선정하여 다양한 숲 체험 공간

을 마련함으로써 숲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120 -

[그림 152] 평지-응집형 유아숲체험장 [그림 153] 산지-응집형 유아숲체험장

[그림 154] 산지-분산형 유아숲체험장 

[그림 155] 혼합-분산형 유아숲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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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에 적용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6]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개선 방안 예시

산지-응집형에 속하는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은 완만한 경사지에 조

성되어 체험 공간이 넓고, 고정 시설물이 없는 평지를 가지고 있다. 공원 입

구에서 약 300m를 걸어 도착할 수 있는 청룡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울창

한 수목 아래 숲 체험이 가능하다. 체험장으로 지정된 영역 둘레에 특별한 

경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갈래의 등산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숲

길의 확보가 쉽고, 여러 가지 코스의 계획이 가능하다. 유아숲체험장과 연결

되는 기존 등산로 상에 야외체험학습장을 조성해 유아숲체험장 시설로서 지

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각 코스별 난이도를 파악하여 연령별, 수준

별 숲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유아숲체험장 입구 반대쪽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생태 연못과 넓은 잔디밭이 있다. 새로운 숲 공간을 

발굴하여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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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계별 공간 계획

유아숲체험장 공간 구성 차원에서 유아가 하나의 유아숲체험장에서 다양한 

숲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여기서 다양한 숲이란 야생 상태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한 숲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접근성이 좋고 

시설물이 집중된 입구 공간, 수목의 밀도가 낮은 공원 내 공간, 일반인의 이

용 빈도가 높은 등산로, 자연 발생한 숲길, 수목의 밀도가 높은 숲길, 울창

한 수목으로 둘러싸인 숲속 평지 순으로 숲 공간을 단계별로 나눌 수 있다. 

단계별로 숲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하나의 체험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체험장 

내 자연 공간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공할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의 범위

가 넓어진다. 또한 유아의 연령과 숲 체험 경험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유아는 숲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숲에 익숙해지면서 야생에 가까

운 깊은 숲에서도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다.

금천구 베짱이 유아숲체험장과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의 현황을 단

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별 공간은 시설과 자연의 비중, 자연 공

간의 관리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림 157]에서 놀이 시설물이 모여 있는 1번 공간과 유아숲체험장 3코스

의 경우 평지형 근린공원의 편의성이 강조된 시설 위주의 공간이며, 가장 야

생성이 높은 1코스, 2코스는 몸으로 숲을 느끼고 관찰할 수 있어 자연 공간

의 비중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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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금천구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단계별 공간 계획 예시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놀이 시설물이 모여 있는 동심의 숲

은 시설의 비중이 가장 크다. 동심의 숲에 조성된 생태 연못과 숲속의 숲의 

놀이 시설물은 중간 단계로 보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의 숲과 숲속

의 숲으로 향하는 숲길을 가장 야생성이 높은 자연 위주의 공간으로 분류하

였다. 유아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조성한다.

[그림 158] 종로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 단계별 공간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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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숲 체험 매개체로서 시설물의 배치

유아숲체험장의 놀이 시설물은 유아가 쉽게 숲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숲이 낯선 유아는 땅에 떨어진 잎과 열매, 흙, 곤충

에 대한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클 수 있다. 유아는 익숙한 시설물 놀이를 통

해 숲에 가까워지고 유아 스스로 자연물 놀이를 시작하며 숲에 적응한다. 

놀이 시설물이 유아와 숲 사이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 공간의 비

중이 크지 않아야 하고, 언제든 유아의 시선이 놀이 시설물에서 그 옆의 자

연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풍부한 자연 재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 

환경과 자연 재료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시설물의 배치 간격을 넓혀 

사이 공간에서 자연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성동구 대현산 유아숲체험장의 경우 놀이 시설물은 체험장 가장 안쪽에, 

모래놀이장은 체험장 가운데에, 낙엽 놀이장은 체험장 입구에 조성되어 있었

다. 서로 다른 성격의 세 가지 놀이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시설 놀이

가 모래, 낙엽 놀이와 같은 자연물 놀이로 이어지지 못했다. 모래 놀이장을 

확장하고 놀이 시설물을 모래 놀이장 안에 배치하여 시설 놀이가 모래 놀이

로 연결되도록 하고, 보관함에 낙엽을 모아두지 않고 체험장 곳곳에 낙엽을 

쌓아두어 유아가 뛰놀며 낙엽을 놀이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159] 성동구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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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성동구 대현산 유아숲체험장 개선 방안 예시

강서구 꿩고개 유아숲체험장은 답압이 매우 심한 흙 포장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물·모래 놀이장, 목공 놀이장이 따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시

설물 놀이에서 자연물 놀이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한 

단을 모래놀이장으로 조성하고 그루터기를 설치해 놀이 시설물, 목공 놀이

장,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경사지 계단형으로 조성되어 유아가 평지에 서

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적당한 단차가 있으므로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하

여 숲 체험의 폭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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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강서구 꿩고개 유아숲체험장 현황

 

[그림 162] 강서구 꿩고개 유아숲체험장 개선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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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은 자연환경이 매우 풍부하나 신체 발달 위주

의 놀이 시설물로만 구성되어 있다. 역할 놀이(상징 놀이)를 위한 움집, 나무 

쌓기 놀이를 위한 교구를 마련하고 자유 놀이를 위한 평지를 확보하여 흥미 

영역에 맞춰 고르게 배치하고 유아의 다양한 놀이 행태를 유도한다.

[그림 163]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현황

[그림 164]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개선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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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강남구 대모산 유아숲체험장 개선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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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유아를 위한 산림 교육 시설이자 공공 공간으로서 

모든 유아가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 유아의 전인적 성장은 숲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유아가 스스로 놀

잇감을 찾고 창의적인 놀이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유아숲체험

장은 숲이라는 환경에 특정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숲이

라는 환경 자체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이 시설 위주로 조성되고 있음에 문제의식

을 가지고 유아 숲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개

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문헌 연구를 통해 유아와 유아 숲 

체험의 개념, 이상적인 숲 체험 방향을 탐구하였으며 선행 연구 고찰과 전문

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유아숲체험장 이용 경험과 숲 체험에 대한 관

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현장조사연구를 통해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24곳의 물

리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현

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아 숲 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 원칙과 

공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아의 지적 능력은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 활동과 자극에 반응하는 

동작 활동을 통해 발달된다. 따라서 유아 숲 체험의 교육적 효과는 유아가 

숲에서 다양한 자연 요소를 온몸으로 느끼고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발현

된다. 8세 미만의 유아는 전문지식을 아는 것보다 만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

이 중요하다. 유아의 숲 체험은 놀이와 체험만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으며, 자연 재료가 충분히 제공되는 숲에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로서 숲 체험에 접근할 때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 

위주의 유아숲체험장은 유아 숲 체험의 본래 취지에서 멀어진 인위적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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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숲체험장 수업을 진행하는 유아숲지도사의 입장에서 

놀이 시설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숲이 낯선 유아는 익숙한 시설 놀

이를 통해 숲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놀이 시설물에서 시작된 활동이 

숲에 대한 자발적인 호기심으로 이어졌을 때 원활한 숲 체험이 가능해진다. 

현장조사연구 결과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위치적 특성과 공간 구조에 따

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조성 위치에 따라 평지형과 산지형, 두 가

지 특징을 모두 갖는 혼합형으로 나뉘며 공간 구조와 체험 공간의 배치에 

따라 응집형과 분산형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은 각 유형별 특징

을 갖는 동시에 숲 체험 효과를 높이는 개별 유아숲체험장만의 특징을 갖는

다. 예를 들어 평지-응집형 유아숲체험장은 접근성이 좋고 평지의 확보가 쉬

우나 자연환경이 풍부하지 않다. 그러나 서초구 문화예술공원은 목련, 메타

세콰이어, 플라타너스와 같이 잎과 열매가 특징적인 수종이 밀도 높게 식재

되어 있다. 이를 자연물 놀이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이 풍부하지 

않은 평지형 근린공원의 단점을 극복하고 숲 체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유아숲체험장이 같은 평지-응집형에 속하는 영등

포구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장에 비해 숲 체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개별 유아숲체험장의 입지 조건과 강점을 파악하여 이를 공

간과 프로그램으로 풀어냄으로써 숲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야외체험학습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운동놀이 영역의 비중이 매우 컸다. 물

리적 구성만으로 숲 체험의 효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유아 발달 영역

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놀이 영역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숲 체험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운동놀이 영역은 놀이 시설물 위주로 조성된다. 이는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이 시설 위주로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설 위주의 현황을 숲 체험 

효과를 낮추는 단편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숲 체험 효과는 물리적 공



- 131 -

간, 체험 프로그램, 교사와 지도사의 역량과 태도 모든 것이 이뤄졌을 때 극

대화되기 때문이다. 시설물은 유아와 자연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숲에 대한 유아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숲 체험에 참여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연구를 통해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의 평균적인 물리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이용 주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원칙과 공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서

울시 유아숲체험장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올 상반기 유아숲체험장 정기 수업이 열리지 않아 수업 참관을 

하지 못해 가족 단위 이용객의 이용 행태만을 관찰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

후 직접 참여 관찰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공간 및 운영 개선 방안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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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문가 인터뷰

유OO 유아숲지도사

13년 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현 유아숲지도사

2012년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유아 관찰 모니터링 참여

2014년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작성 참여

Q. 유아숲체험장에서의 숲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체험장은 연간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유아숲지도사가 있으면 계절별, 주

제별로 숲 활동을 정해서 진행한다. 유아숲지도사가 유아들에게 지식을 알려

주고 싶으면 설명 위주의 교육 활동이 되는 것이고, 지도사가 자유 활동을 

선호하면 자유놀이를 할 수도 있다. 유치원 교사와 숲 지도사에 따라 활동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최근엔 자유놀이를 많이 하라고 권고한다. 2020년부

터 개정되는 누리과정도 자유놀이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Q.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도 있는가?

있다. 국립수목원의 경우 3~12월 월별 프로그램도 있고 전래놀이 프로그

램도 있다.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데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에 따라 활동

이 달라진다. 그래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하면서 공간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랑 가느냐(교사의 성향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공간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요소인데 이 부분이 정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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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성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산림청 발주를 받아 작업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전에도 있었고 법률이 제

정되면서 리뉴얼 된 것이 2014년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이다. 기본방향을 정했고, 대상지 선정은 접근성을 우선시했다. 초기에 대상

지 선정에서 떨어진 곳도 있었다. 접근이 용이한 곳이 선정되다보니 더 인공

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수락산의 경우 정말 입지조건이 좋았는데 차에서 

내려서 30분을 걸어 가야하는 숲이었다. 

모험놀이터, 목공놀이터처럼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유아 활동 요소

를 분석해서 구성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놀이 요소들이 시설물로 구현

되었다. 또 완전한 자연 상태는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가 매우 많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관리가 용이해야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시설이 필수가 되었

다. 공간 조성 고려 사항 중 가장 메인이 되는 시설은 대피시설이다. 설계자

는 유아숲체험원 관련 제도와 공원 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유아숲체험장이 시설 위주로 조성된 것 같다. 유아숲지도사의 입장에서 

유아숲체험장의 물리적 현황은 어떠한가? 

유럽의 숲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인공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내 환경이 인공적이기 때문에 처음 숲에 온 아이들은 

당황할 수 있다. 물론 아이들은 어디서나 잘 논다. 서울시는 유아숲체험장이 

야생숲으로 가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종의 인큐베이터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는 (안전 문제로) 실외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교사 또한 숲 체험 지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공적인 시

설이 많고 규격화된 공간일수록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원활히 지도할 수 

있다. 따라서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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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진을 보면서) 진짜 숲 체험이라 한다면 흙 언덕에서 굴러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연물을 모아서 움집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런 관점

에서는 ‘이런 시설이 정말 필요할까?’ 반문할 수 있는데 안전, 관리를 생각하

면 이 방식이 옳다. 자연물 그대로 나무를 시설로 이용한다고 하면 1년 뒤에 

다 부스러진다. 종합적으로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현

재 모습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유아숲체험장이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의 활동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공공에게 열어주어

야 한다. 공원 시설처럼 안전하고 관리에 용이한 놀이 시설물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Q. 현재 서울시는 유아숲체험장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는가? (인공 요

소를 제외한 자연에 가까운 체험장)

그렇지 않다. 하지만 2020년부터 누리과정이 개정된다. 개정된 누리과정은 

아이들의 관심주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사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따라가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기존의 연령별 교육과정도 없어졌다. 기존의 

누리과정은 하위과정도 많고 교육 계획도 많았다. 표준화된 내용이 많았고 

그 표준화가 공간으로 구현된 것이 현재의 유아숲체험장이라고 생각한다. 개

정된 교육 방향에 현재의 유아숲체험장은 적합한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Q. 서울시는 2023년까지 유아숲을 400개소로 늘리려 한다. 그만큼의 수

요가 있는가?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유아숲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교사 대상 숲 

교육도 매우 많다. 400개소라 하니 매우 많아 보이는데 사실 유치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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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서울시는 갈 수 있는 동네 숲을 많이 만들려하

는 것 같다. 아이들과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지만 유아동네숲터의 활용은 의심이 된다.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체

험장은 최소 면적이 있지만 유아동네숲터는 최소 면적 기준이 없다. 정말 좁

은 공간에 조성해놓고 ‘유아동네숲터’ 팻말만 세우면 끝이다. 시설물도 활용

도가 매우 낮다. 이걸 쌈지공원이라고 본다면 동네숲터를 공원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Q. 2012년에 시작되어 최근까지 조성되고 있다. 초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공간적 변화가 있는가?

없다. 

Q. 유아숲체험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면?

평가하기 어렵다.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들은 수동

적인 입장이다. 교사나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이 중요하다.

Q. 공간의 수준이 숲 체험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숲이라는 환

경이 의미 있는 것인가? 

숲이 아무리 좋아도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이 같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

야 한다.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수준 높은 설계가 되

더라도 공간의 활동 요소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한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공간이 아무리 잘 

설계가 되어도 아이들이 얼마나 머무는지, 누구랑 함께 오는지에 따라 바뀌

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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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뒷받침되어야 민원이 생

기지 않을 것이다. 이상적인 숲 체험 공간을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Q. 숲 유치원의 환경은 어떠한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많이 비싸다. 송파구에 있는 숲 유치원은 최초의 구

립 숲 유치원이다. 오동공원 시설을 활용해서 체험장을 구성해놓았다. 하지

만 공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나마 느슨하게 구성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동공원에 대피소(유아숲체험장의 시설)이 있고 근처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숲과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한다. 사실 

구립 숲 유치원이 처음 생겼을 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당시 구청장은 자연친화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계속 이

어가지 않았다. 

Q. 독일의 숲 유치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어떤 의미인

가? 

숲 유치원도 극과 극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월 150만원 받는 곳도 

있다. 청계산 자람터 숲 유치원은 굉장히 자연에 가깝다. 유럽처럼 숲에 풀

어놓는 교육 방식이다. 원비는 100만 원 이상이다. 구립은 상대적으로 저렴

하고, 대부분이 체험형으로 주 1~2회 체험장에 방문하는 형태이다. 숲 유치

원의 운영 형태가 다양한 것도 여러 사람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유치

원마다 발도로프처럼 자유 활동을 중시하는 교육자가 있는 반면 구조화된 교

육을 중시하는 교육자도 있다. 유아 교육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중립을 지킨 것이 유아숲체험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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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이해관계자의 최선이 모여 지금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었다. 현

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가?

서울시의 경우 유아교육학자, 유치원 원장, 교사 등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

행한다. 물론 반대 의견을 크게 내는 사람도 있다. 의견은 극과 극이지만 계

속 (현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Q. ‘유아숲체험원’ 정책 사업은 지속적인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자연 친화 어린이집을 각 구별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

다. 유아숲체험장과 유아동네숲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다. 맞물린 계획이 

많으니 내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면적으로는 숲 유치원, 유아

숲체험원은 여러 사람의 욕심이 투영된 결과라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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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OO 유아숲지도사

8년 간 유아숲지도사로 근무 중

현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체험장 유아숲지도사

Q. 유아숲체험장에서의 숲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오면 1시간 30분 동안 숲 체험을 한다. 하루에 

하나씩 개구리, 개미, 나비, 꽃과 같은 주제를 정해서 20분정도 자연 지도를 

한다. 프로그램 계획표를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아이들이 개

미를 죽이고 있으면 그 날은 개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개미에 대해 알

게 된 아이들은 곤충을 죽이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뛰어논다. 

하루 종일 뛰다 가는 아이도 있고 나뭇가지 주워서 쌓기로 하고 돌멩이로 

모래알을 만드는 아이도 있다. 자유롭게 뛰면서 놀다가 자연물을 발견하면 

질문을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주입식 교육을 싫어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때 설

명을 해주고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나이에 따라서 교육방법이 다

르다. 아주 어린 아기들은 산행도 어렵고 놀이 시설물은 위험하다. 어린이집

에서 올 경우에는 모래놀이를 주로 하고, 꽃잎으로 장식놀이를 하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 산행을 하면서 해설을 하기도 한다. 산행은 기존 등산로를 이용

한다.

Q. 신체 활동을 위한 시설물 위주로 조성된 곳이 많다. (통나무 평균대, 

밧줄 놀이, 경사 오르기, 나무 오르기 등) 실제 수업에서 이 시설물들은 어

떻게 활용되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설물을 가장 좋아한다. 시설물에서 신체 활동을 하면

서 질서를 지키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친구를 보고 도전하는 방법을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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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숲 체험이 처음인 아이들은 흙을 더럽게 생각하고 곤충을 보고 울기도 

한다. 그런 아이들이 숲에 적응하려면 일단 숲에서 놀면서 친해져야한다. 숲

이 낯설어도 시설물이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시설물에서의 놀이로 

시작한다. 아이들은 시설물에서 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흙을 만

지고 곤충을 발견한다. 흥미가 생기면 무당벌레를 차례대로 손에 올려보기도 

하면서 지도사에게 질문을 하고 무당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Q. 유아 25명 당 유아숲지도사 1명이 배치된다. 진행이 수월한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최소 2명이 온다. 대부분 혼합 연령으로 25명이 

오기 때문에 각 연령의 담임 교사가 동행하기 때문이다. 원장님이나 학부모

가 올 때도 있다. 유아교육기관이 숲 체험에 관심이 있으면 진행이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도 있다. 

Q. 유아숲체험장이 물리적(공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가?

아차산 유아숲체험장의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잘해준다. 모래 소독도 정

기적으로 하고 시설물도 새로 교체되었다. 이전에 근무했던 체험장에서는 모

래 소독을 한 번도 안했었다. 공간 개선이라면 모래놀이터가 넓었으면 좋겠

고, 아이들이 땅 파는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흙을 팔 수 있는 곳이 있었으

면 좋겠다.

Q. 유아숲지도사가 된 계기가 있다면?

60세에 숲 해설가를 시작했고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아숲지도사가 되

었다. 유아 관련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숲 체험에 사용하는 모든 교구를 직

접 만들고, 실내 수업 프로그램도 개발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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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OO 유아숲지도사

현 관악구 청룡산 유아숲체험장 유아숲지도사

Q. 유아숲체험장에서의 숲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코로나(COVID-19)로 인하여 기존의 수업은 진행되지 않지만 유아교육기

관에서 자율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청룡산 

인근의 A어린이집만 숲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수업은 연간계획에 따라 

매주 주제를 가지고 수업은 진행한다.  

Q. 실제 수업에서 놀이 시설물(통나무 평균대, 밧줄 놀이, 경사 오르기, 나

무 오르기 등)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놀이 시설물은 자유 시간에 자율적으로 이용한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 여러 시설물을 도전해볼 수 있도록 유아숲지도사와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지도한다.

  

Q. 유아숲체험장이 물리적(공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가?

연못 근처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까이 근접해서 올챙이나 수생식물, 

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가장 큰 습지인데 접촉면이 

너무 작다. 밧줄 시설물이 부족하고 경사 오르는 시설은 발판이 작은 편이

다. 모래놀이터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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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원장

29년 간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 

2005년 K유치원에서 유아 숲 체험 시범 운영

2006년 자연체험을 통한 유아의 언어표현력 신장 연구 주도

2008년 유아의 숲 체험과 언어 발달을 주제로 유아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

2015년~2016년 유치원 컨설팅 위원

2017년~현재 유치원 평가 위원

Q.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K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유아숲체험

장이나 근처 근린공원에서 유치원에서 초빙한 숲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한

다. 장소를 이용해 본 적은 있으나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유아 숲 체험에 참

여하고 있지는 않다.

Q. 자체적으로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5년에 처음 숲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교사가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자연물로 교구를 직접 만들고 수업도 주도했다. 운영을 해보

니 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숲 선생님을 초빙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1회성으로 그치는 단점이 있었다. 유

치원 시범운영과 연구를 이어가면서 유아 주도성이 높은 놀이가 가장 중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자체의 숲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공인된 해설사와 

함께하지만 준비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유치원에서 원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숲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Q. K유치원에서 진행되는 숲 체험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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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유치원 교사와 함께 바깥놀이를 한다. 교사가 훌라우프나 밧줄, 공기

돌 등을 준비하고 근린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 논다. 큰 구조물 없이 몇 가

지 교구만 있어도 활발한 놀이가 가능하다. 평소에 공원에서 자유놀이를 충

분히 하고 한 달에 한 번 숲 선생님과 함께 근린공원에서 수업을 한다. 유아

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발견한 것이나 궁금했

던 것에 대해 숲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숲 선생님이 알려주는 식물 관

련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한다. 

Q. 유아의 숲 체험에 대한 교육 신념이 있는가?

서울시는 숲 체험장을 조성하고 숲 해설가를 계속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가는 초등학생에게 적절하다. 개인적으로 유아들에게는 지식 전달위주의 

숲 교육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부 해설가는 유아에게 나

뭇잎의 이름과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유아에게는 지식보다 나뭇잎을 

가지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놀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 지식 전달은 그 다음에 

이루어 져야 한다. 선생님이 알아야 할 지식은 식물의 이름이 아니라 유아의 

창의성을 넓히는 방법이다. 지식은 유아와 같이 알아가면 된다. 유아의 숲 

체험은 유아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고 유아숲체험장 역시 유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

Q. 최근 ‘놀이’가 정부 차원의 유아교육에서 키워드가 되었다. 

개정된 누리과정이 매우 놀이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유

아가 더 많이, 더 창의적으로 놀 수 있도록 재료를 제시해주는 정도이다. 유

아는 낙엽을 가지고 놀다가 자연스럽게 낙엽으로 가면이나 왕관을 만들어 소

꿉놀이를 한다. 교사는 낙엽을 준비할 뿐 교사 주도하에 낙엽으로 가면이나 

왕관을 만드는 미술활동은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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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숲체험장의 물리적 현황은 어떠한가?

숲 해설가와 체험장이 생기는 것만으로 숲으로 나가는 계기가 된다. 유아

숲체험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재료가 

친환경적일 뿐 숲 체험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숲을 체험하려면 움집

을 만들 수 있는 나뭇가지 같은 놀이 재료로 활용 가능한 자연물이 많아야

하는데 현황에는 비구조물이 거의 없다. 물론 (예시 같은) 시설물도 필요하

다. 그러나 숲 안에 있는 체험장과 숲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 시설물 위주

의 공간에서 해설 위주의 수업을 받게 된다면 숲 체험장은 수목원과 다를 

바가 없다.

Q.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다양한 시각의 절충안이 현황이

라 생각된다. 최대한의 안전을 신경써야하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개인적으로 교육에는 절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유아숲체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숲 체험을 원하면 숲 체험을 하러 갈 수 있어야 한다. 숲 체험이 준비된 

유치원에 가야만 숲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에서는 장소

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원이든 놀이터든 자연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일

부 조성하는 것도 좋다. 얼마만큼의 공간을 유아에게 내줄 것이냐의 문제라

고 생각한다. 

Q. 숲 체험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은 어떤가?

긍정적이다. 우리 유치원에 숲 체험 때문에 오는 학부모도 많다. 옷에 흙 

묻어 귀가하면 열심히 잘 놀고 왔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측에서도 숲 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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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날에는 좋은 옷 입히지 말아달라고 공지를 한다.

Q. 유아의 숲 체험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숲에 처음 간 아이들은 나뭇가지로 칼싸움만 한다. 당연히 다칠까 불안하

고 통제하게 되어 자유놀이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숲에 가는 아

이들은 나뭇가지로 다른 놀이를 만들어낸다. 교사는 유아를 믿고 지켜봐주어

야 하고, 유아가 호기심을 보일 때 같이 얘기하고 질문하면서 생각을 넓혀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알려주는 자연 놀이는 의미가 없다. 같은 놀이라도 

교사 주도와 유아 주도의 결과는 다르다. 시범 운영 당시 진도가 느린 것 같

아서 살짝 의도해봤으나(교사가 개입해봤으나)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우연히 

발견한 거미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알려준 거미에는 관

심이 없다.

Q. 공간의 수준이 숲 체험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요즘 놀이터도 모래가 아니다.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유아가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물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숲 체험

이 가능하다. 조경가로서 유아숲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유아의 숲 체험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교사가 수업을 이끌게 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그러나 숲 

체험에 긍정적인 교사는 유아가 다치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을 더 걱정할 

것이다.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제한된 공간(지정된 체험 공간)이 있으면 

유아와 교사가 약속을 하고 좀 더 안전하게 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숲 강사가 유아에게 3가지 종류의 색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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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너무 깨끗한 공원이면 유아는 꽃을 꺾어온다. 자연 체험 장소는 깨끗할 

필요가 없다. 공원에 가서 자연 체험 활동을 하려고 낙엽을 뿌려 놓기도 한

다. 치우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다. 좋은 놀이 재료가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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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OO 교사

18년 간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 

유아 숲 체험 참여 경험 다수

Q. 유아숲체험장에서의 숲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활동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집단 활동인 경우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

께 움직이고 한 곳에서 활동한다. 소집단 활동을 하는 날에는 5~6명의 유아

가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지도사가 준비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교사

나 다른 지도사와 함께 자유 시간을 갖는다. 돌아가면서 유아숲지도사가 준

비한 활동을 한다.  

Q. 유아 25명 당 유아숲지도사 1명이 배치된다. 소집단 활동의 경우 유아

교육기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커 보인다. 

 근무했던 유치원에서 숲 체험을 갔을 때는 유아숲지도사가 여러 명 오셨

다. 유아를 6~7명씩 조를 나눠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활동을 했다. 물론 교

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사와 함께 활동을 하다가 질문을 하면 유아의 생각

을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Q. 숲 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자연 재료를 활동한다. 통나무 평균대, 밧줄 

놀이, 경사 오르기, 나무 오르기 등 놀이 시설물들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소집단활동을 할 경우 대기하는 아이들은 놀이 시설물에서 시간을 보낸다. 

물론 아이들은 어디서나 잘 놀지만 지루하지 않게 체험 활동을 기다릴 수 

있다. 놀이 시설물은 대근육 발달 위주의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 유아 교육

에 있어서 실외활동, 바깥놀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숲 체험장에

서의 신체 놀이 활동도 실외 활동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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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러나 숲 체험의 본질은 유아의 숲 체험이다. 숲 체험장은 반드시 실

외 놀이 장소의 기능을 해야 하는가?

체험 공간이 여러 개로 나뉘고, 각각에 놀이 시설물이 배치되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실외활동 공간이 어려운 유아교육기관도 있을 것이

고 소집단 활동 시에 유아가 집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꼭 놀이 시설물이 있어야 신체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처 

근린공원에서 훌라후프, 밧줄 등 소도구를 교사가 준비해 신체활동을 할 수

도 있고, 공원에 있는 자연 재료로 미술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소도구나 자

연 재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훨씬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시설

물은 놀이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놀이 

방법대로 신체 활동을 하다가 역할 놀이로 연결되는 식이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교사로서의 신념을 

따른다면 자연 위주의 체험장을 선호하지만 실외 활동이 어려운 유아교육기

관에 근무한다면 시설물 위주의 체험장을 택할 것 같다.

Q. 숲 체험 결과물을 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있다.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

하는가?

실내 활동을 하면서도 사진을 찍는다. 학기말에 유아 개개인의 활동집을 

만들기 때문이다. 사진과 결과물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어야 한다. 최대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하고. 결

국 유아교육기관 원장과 교사의 교육 신념에 달려있다. 결과물이 없거나 좋

지 않더라도 아이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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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야외체험학습장 분류

1. 운동놀이 영역

 ① 조합놀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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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사 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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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나무 오르기

④ 통나무 건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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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밧줄 놀이

⑥ 감각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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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모래놀이 영역

① 모래놀이장만 있는 경우

② 물·모래놀이가 가능한 경우

③ 교구가 제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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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정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⑤ 물놀이장

⑥ 생태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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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공놀이 영역

① 목공 놀이 교구

② 목공 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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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용한 영역

① 평상

② 파고라



- 156 -

③ 테이블

④ 움집(역할놀이)

⑤ 모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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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방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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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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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troduction of forest kindergartens in Europe, the 

public’s interest in the educational effects of forest experiences 

on preschoolers grew and led to a number of attempts to 

transplant this concept to Korea. Seoul’s local government began 

the pilot operations of the Seoul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in 2011. Since then, the city has dedicated the greatest 

effort among Korea’s local governments in operating forest 

experience centers for preschoolers, with plans to open up to 400 

forest experience centers b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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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legal definitions and operation manuals,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are educational facilities that 

allow preschoolers to immerse themselves in nature and attain 

holistic growth. These spaces are not created deliberately through 

the installation of specific facilities in the forest. Rather, they are 

actual forest spaces where preschoolers can play freely within the 

forest itself. In facility-centered environments, children are bound 

by forms and regulations and are limited from playing creatively 

with objects found in nature. 

The present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current picture of 

forest experience centers being constructed as facility-centered 

spac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eoul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This study also proposes methods of 

maximizing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Seoul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by examining the essentials of forest 

experience and space. A literature review was utilized to examine 

the concept of preschooler forest experience and to investigate 

the ideal features of forest experience for preschoolers. The 

researchers interviewed expert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Seoul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ts spaces, activities, members of 

the educational facility, and the different perspectives involved 

from the standpoint of user experience. Field survey techniques 

were used to examine the 24 forest experience centers in Seoul’s 

self-governing districts to investigate the average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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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of these centers. 

The results of these field surveys suggest that Seoul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could b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spatial 

structure,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or each category. 

According to their location, the centers could be distinguished 

into flat, mountainous, and mixed sites, and then into cohesive 

and dispersed spaces for the arrangement of spatial structures and 

experience spaces. Each forest experience center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that help enhance the effects of the forest 

experience. The strength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n be 

identified and tapped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forest 

experience. Finally, forest experience centers were found to have 

the largest spatial focus on movement plays. Facilities that were 

intended for physical development correspond to spaces for 

movement plays. If the experience spaces were distributed more 

generally across different fields of experience, the spaces would 

be able to provide a more holistic experience for preschool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eoul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was, in general, formed as 

facility-centered spaces. This was because the experience spaces 

being established in the forest, according to areas of interest and 

developmental stages of preschoolers, led to the forms of play 

involved in each field of experience, which were then realized as 

facilities. Play facilities are important for forest guides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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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plementing lessons in the forest experience centers because 

play facilities help preschoolers adjust to the new forest 

environment because of their familiarity. By serving as mediators 

between preschoolers and nature, facilities can help maximize the 

effects of forest experiences. 

Although forest experience centers were indeed established as 

facility-centered spaces in a physical sense, the facility-centered 

nature of these spaces cannot be cited as an unequivocal factor 

in decreasing the effects of forest experiences for preschoolers. 

The effects of forest experiences are maximized only when all 

factors, including physical space, experience programs, and the 

leaders’ and guides’ capacities and attitudes, are fulfilled. 

The present study utilized field survey techniques to provide a 

suite of data that can be used to paint an average picture of 

physical environments in Seoul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By presenting planning principles and space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study’s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forest experience spaces and the actual experiences of 

users, the study can also be used as basic data for further studies 

on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keywords : Forest Visitor Centers for Little Children, Preschooler, 

Forest Experience, A Field Survey, Planning Principles, 

Space Improvement Plan, Outdoor Pl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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