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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school forests in order to utilize school forests as a 

plac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 planting status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Changwon-city. 
School forests including meditation forest were the largest in Yongho elementary school (below e.s.) in meditation forest 
school and Dogye (e.s) in normal school. Jehwang (e.s.) and Sangnam (e.s.) showed the most abundant green area given for 
the management per member. The number of planting species and individuals in school forests differed greatly by elementary 
schools.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lanted species for establishment of meditation fore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concordance rate between the plants planted in the school forest and the plants mentioned in the 
textbook between meditation forest schools and normal schools. Index of ecological health averaged 3.2 for meditation forest 
schools and 2.4 for normal schools, which is the result of increase in green area and green rat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tatio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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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많은 사람이 도심에 집중되어 문화를 형성하는 현시

대에 있어서 도시공원이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충

족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도시공원은 도심 생물다양

성을 증진시키고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장소 역할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도시면적에 비해 한정된 설치

면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누리기에 부족할 수 있다. 창원

시의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은 2.28%로 전국의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 1.8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인당 생활

권 도시림 면적은 10.16 m2으로 전국 평균 10.07 m2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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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도시 인구 수에 비해 녹지면적이 좁다면 1인당 이

용 가능한 녹지면적은 적게 나타난다. Kim et al.(2014)
은 도시민들은 학교 운동장, 아파트 녹지 등 다양한 유형

의 녹지를 모두 도시녹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숲을 녹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녹지는 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하나의 녹지보다는 여

러 개의 녹지가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 효과적이다

(Byeon et al., 2002). 도심에서 학교 위치가 고르게 분

포하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숲이 도시 내에서 거점숲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게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녹지를 조성․관리하는 명상숲 조성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0). 이러한 학

교숲은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환경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내면

을 다지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Choi et al., 2019). 
Korea Forest Service(2019)에서는 숲이 아동의 건강한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는다고 인식하여 전국  6,064개 

초등학교 중 917개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다. 창원시의 

경우 초등학교 113개교 중 15개교에서 명상숲이 조성되

어 그 비율은 13.3%로 경남 지역의 명상숲 조성 비율 

5%보다는 높았으나 전국의 조성 비율 14.1%보다는 조

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 Forest Service, 2019). 
이는 학교측의 무관심과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예산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학교숲에 대한 만족도(Lee et al., 2009; Kang and 

Jeong, 2019)와 학교숲 식재 현황(Ju et al., 2010; Kang 
et al., 2020a, 2020b), 숲 체험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의

식에 미치는 영향(Kuk et al., 2008, Yu and Park, 
2015)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교에 녹지

공간이 풍부하면 학생들의 사회성이 발달하고 주의 집중

력이 높아지며(Van Dijk-Wesselius et al., 2018), 녹지

가 보이는 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집중력이 향

상되고(Li and Sullivan, 2016), 녹지가 풍부한 곳에서 

학교생활을 한 학생들이 청소년과 성인이 되었을 때 정

신건강 문제의 발생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Kristine 
et al., 2019)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Kang(2020)은 

학교숲을 활용한 현장교육이 학교 주변의 공원이나 숲에

서의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초등학

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의 녹지를 확대하려

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숲의 식

재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생태적 소양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생태교육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녹지확대와 함께 학교

숲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창원시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숲의 식재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학교숲을 환경교육의 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창원시 초등학교 중 명상숲이 조성된 5개교

와 인근의 일반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창원시 초

등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

은 명상숲이 조성되어 명상숲 조성실태와 지역별 초등학

교 학교숲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명상숲 조성학

교는 상남동에 소재하는 외동초등학교와 용호동 소재 용

호초, 장군동 소재 월영초, 제황산동 소재 제황초, 진동면 

소재 진동초 5개 학교와 명상 숲이 조성되지 않은 경화동 

소재 경화초등학교와 도계동 소재 도계초, 자산동 소재 

무학초, 상남동 소재 상남초, 대내동 소재 월포초 5개 학

교이며, 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적 개황은 Table 1과 같

다.

2.2. 조사 및 분석방법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학교숲 조사를 실시했으

며, 조사대상 학교의 학교숲 면적, 학교숲 식생현황, 학교

숲 내 식재된 식물과 교과서 언급 식물의 일치율, 학교숲

의 종다양도와 생태적 건강지수 등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숲 면적과 명상

숲 조성 면적을 조사하였으며, 학교숲 식물상은 목본식

물의 경우 종명과 식재수량을 전수조사하였다. 초본류

는 식재된 식물만 조사하였다.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rboretum, 2018)에 준하여 학교숲을 구성하

는 식물의 학명과 국명을 기록하였다. 학교숲에 나타나

는 식물중 교과서에 언급되는 식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과서 언급 식물 목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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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ocation Opening 
year

No. of 
students

No. of faculty Established year

Meditation 
forest school

OD Sangnam-dong 1979   522 34 2001

YH Yongho-dong 1991 1,427 77 2012

WY Janggun-dong 1945   754 52 2002

JH Jehwangsan-dong 1969   195 20 2013

JD Jindong-myeon 1945   672 45 2010

General school

GH Gyeonghwa-dong 1912   526 33 -

DG Dogye-dong 1992   821 49 -

MH Jasan-dong 1945   616 35 -

SN Sangnam-dong 1959     98 15 -

WP Daenae-dong 1947   446 33 -
*OD: OiDong e.s., YH:　WeolYoung e.s., WY: WeolYoung e.s., JH:wang e.s,. JD: JinDong e.s., GH: GyungHwa e.s., DG: DoGye 
e.s., MH: MuHak e.s., SN: SangNam e.s., WP: WeolPo e.s.

Table 1. General description of elementary schools for this study

(Kang, 2020)를 이용하여 일치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

교숲의 종다양도 지수를 Shannon-Wiener의 종다양도 

지수(Pielou, 1975)를 이용하였으며, 학교숲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완충녹지의 생태적 건강성 평가지

표(Kim, 2012)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알맞게 재구성하

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학교숲 조성 현황

창원시 10개 초등학교의 기존 학교숲 면적은 명상숲 

조성학교가 평균 2,779 m2로 일반학교의 1,665 m2 보다 

유의적으로 넓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명상숲 조성학

교가 일반학교보다 전체 학교면적이 넓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숲 면적은 전체 학교면적과 무관하다는 

기존 연구(Kang et al., 2020b)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었

다. 학교숲 면적은 명상숲 조성학교인 용호초가 기존숲 

2,900 m2와 명상숲 1,870 m2의 총 4,770 m2로 학교숲

의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녹지비율도 22.9%로 대상 학

교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학교에서는 경화초

와 도계초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명상숲 조

성학교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면적이었다. 명상숲 조성

면적은 제황초의 73 m2에서 용호초의 1,870 m2까지 학

교별로 아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비율도 명

상숲 조성학교가 평균 19%로 일반학교의 12%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녹지면적 또한 명상숲 조성

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녹지

면적은 명상숲 조성학교인 제황초가 14.7 m2, 일반학교

인 상남초가 13.5 m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구성

원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창원지역 초등학

교의 녹지비율과 1인당 녹지면적은 거제지역(Kang et 
al., 2020a)과 진주지역(Kang et al., 2020b) 보다는 조

금 양호한 경향이었으나 경북지역(Jang et al, 2011)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생태감

수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야외 학습을 위한 학교숲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Feinsinger et al., 1997; Richards, 2008), 우리의 

초등학교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교내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녹지면적을 제공하고, 아동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한 생태 감수성을 함량하기 위해서라도 

교내 학교숲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3.2. 학교숲 식물상

창원시 명상숲 조성 학교와 일반 학교의 학교숲에 나

타난 식물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상숲 조성

학교의 학교숲에서 나타난 식물은 37∼79종으로 평균

56.4종이며, 일반학교는 46∼79종으로 평균 56.0종으로 

나타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명상숲을 조성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식물종이 추가 식재되어 일반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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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chool area
(m2)

No. of 
student

Green area (m2)** Green 
rate

(%)

Green area 
(m2/member)E.F. M.F. T.F.

Meditation 
forest school

OD 18,163    556 2,422    561 2,983 16.4  5.4

YH 20,842 1,504 2,900 1,870 4,770 22.9  3.2

WY 16,466    806 1,603 1,472 3,075 18.7  3.8

JH 16,641    215 3,096      73 3,169 19.0 14.7

JD 22,993    717 3,875    389 4,264 18.5  6.0

Mean
19,021    759 2,779 - 3,652 19.1  6.6

(±2530.7) (±423.4) (±751.9) (±681.8) (±726.4) (±2.1) (±4.2)

General 
school

GH 16,569    559 2,260 - 2,260 13.6  4.0

DG 15,707    870 2,239 - 2,239 14.5  2.6

MH 12,021    651 1,264 - 1,264 10.5  1.9

SN 11,649    113 1,526 - 1,526 13.3 13.5

WP 14,175    479 1,038 - 1,038   6.0  2.2

Mean
14,024    534 1,665 - 1,665 11.6  4.8

(±1948.6) (±248.0) (±501.3) - (±501.3) (±3.1) (±4.4)
*Refer to Table 1, **E.F.: Existing forest, M.F.: Meditation forest, T.F.: Total forest

Table 2. General description of school forests in elementary schools for this study

비해 명상숲 조성학교의 식물종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학교숲

의 실태분석을 통한 명상숲 조성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경관조성용 식물을 주로 식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Kang et al., 2020a,b). 학교숲의 식재수량도 명상숲 

조성학교는 제황초 595개체에서 용호초의 1,247개체, 
일반학교는 무학초의 300개체에서 상남초의 967개체로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학교에서 영산홍, 
회양목, 남천, 산철쭉 등과 같은 관목류의 식재비율이 교

목성 수종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났다. Yoon(2004)의 

교목성 수종은 기온을 낮추고 습도는 상승시키는 미기후 

조절효과가 있으며, Kang(2020)의 학생들은 학교숲을 

구성하는 교목성 수종들이 제공하는 그늘에 대한 만족도

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교목성 수종의 식재비

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성목을 식재하기보

다는 경관조성용으로 울타리 식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목은 명상숲 조성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숲에 식재

되어 있었으나 제황초는 기존 학교숲에 교목인 향나무가 

없었지만 명상숲 조성 시 31개체가 식재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교화도 개체수에 있어서는 학교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모든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개나리가 

교화인 외동초는 명상숲 조성을 통해 학교숲에 교화를 

식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경우 식물종과 개

체수가 가장 많았던 상남초에서 교목인 개잎갈나무가 확

인되지 않았다. 교목과 교화는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상

징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

에 교목과 교화를 중심으로 학교숲을 조성할 때 교육환

경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Kim(2002)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나라꽃인 무궁화와 함께 교목과 교화

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
등학교내의 학교숲이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식물 종이 식재되어야 하며(Kim et al., 2007), 
초등학생들은 식물 종이 많은 학교숲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기(Jang et al., 2009) 때문에 식물종이나 개체수

가 적은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수종 식재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Choi et al.(2019)은 학교숲 조성이 아동들의 건

강한 발달을 돕고 환경감수성을 키울 수 있으며, 불안 및 

우울감에 대한 정신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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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 Korean name
Meditation forest school General school

OD* YH WY JH JD GH DG MH SN WP

Rhododendron indicum 영산홍 154(121) 195 352(56) 152 324 1 61 1 10 96

Buxus koreana 회양목 17 14(26) (1)Z 49 1 8 1 400 28

Nandina domestica 남천 47 63(84) 14 32 48 47 60 3 123

Euonymus japonicus 사철나무  3 204 1 10(60) 5(1) 1 1 1 157 7

Ligustrum japonicum 광나무 283 1 15(1) 8 1(2) 60 1 1 9

Ilex crenata 꽝꽝나무 28 148 1 26 48 2 6 1 67 31

Rhododendron yedoense 산철쭉 86(13) 31(78) 10(8) 26 34 1 1 24 36

Juniperus chinensis var. kaizuka 가이즈카향나무 15 69 5 111 1 22 26 82 16

Juniperus chinensis 향나무 8 29 (31) 67 1 4 3 4 98

Hibiscus syriacus 무궁화 20(50) 2 47(23) 10 16 1 23 15 25 4

Prunus yedoensis 왕벚나무 26 32 24 18 2 11 30 6

Serissa japonica 백정화 3 12 (116) 1 10

Spiraea prunifolia 조팝나무 (43) 36(30) 2 10 16

Zelkova serrata 느티나무 13(2) 34 8(3) 2 4(1) 2 19 24 9 6

Lagerstroemia indica 배롱나무 (20) 1 9(9) 2 3 37 9 1 8 1

Camellia japonica 동백나무 12(3) 3 26(4) 17 6 2 11 4 3 6

Gardenia jasminoides 치자나무 (3) 2 (36) (4) 30 13

Thuja orientalis 측백나무 3 10 12 55 1

Taxus cuspidata 주목 21 17 6 4 3 1 1 6 18

Osmanthus fragrans 금목서 1 1(1) 4(1) 3 (1) 52 4 3

Gardenia jasminoides 꽃치자 11 55

Acer palmatum 단풍나무 2(10) 1 11(7) 9 8 5 2 4 6

Spiraea japonica 일본조팝나무 (58)

Ginkgo biloba 은행나무 12 10 3(3) 1 8 1 9 1 7 2

Cedrus deodara 개잎갈나무 14 32 1 2 5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아왜나무 7(14) 5 1(2) 2 3 15 1

Forsythia koreana 개나리 (16) (16) 16

Prunus armeniaca 살구나무 (4) 1(1) 39

Osmanthus fortunei 구골나무목서 9 1 3(3) 1 1(1) 2 3 14 1 5

Pinus densiflora 소나무 1(2) 7 12(9) 1 1 8 3

Phyllostachys nigra 대나무 24 20

Abelia mosanensis 꽃댕강나무 12(23) 8

Trachycarpus wagnerianus 당종려 4 4 2 4 5 19 1 2

Campsis grandiflora 능소화 30 11

Prunus mume 매실나무 10(2) 15(3) 1 5 2 2

Liquidambe formosana 대만풍나무 40

Cornus officinalis 산수유 3(12) 10(3) 5(1) 1 1 1

Magnolia denudata 백목련 1(10) 1 2(2) 2 3 10 2 3

Camellia sasanqua 애기동백나무 1 (30) 1 1 1 2

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덩굴장미 2 20 1 1 1 10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메타세쿼이아 2 (5) 17 11

Kerria japonica 죽단화 12 23

Pyracantha angustifolia 피라칸다 (5) 11 1 2 10 2 1 1

Photinia glabra 홍가시나무 (2) (3) 2 15 10 1

Platanus occidentalis 양버즘나무 1 13 17

Pinus bungeana 백송 1(1) 28

Table 3. The list and abundance of species planted in school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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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 Korean name
Meditation forest school General school

OD YH WY JH JD GH DG MH SN WP

Prunus tomentosa 앵도나무 (1) 17 10

Chionanthus retusus 이팝나무 3(5) (9) 5(4) (1)

Fatsia japonica 팔손이 1 10 1 10 1 1

Celtis sinensis 팽나무 4(1) 1 15 2 1

Chamaecyparis pisifera var. filifera 실화백 2 22

Spiraea salicifolia 꼬리조팝나무 24

Osmanthus heterophyllus 구골나무 1 3 8 1 4 6

Cornus kousa 산딸나무 (4) 1 (9) 3 1 3

Cercis chinensis 박태기나무 (1) 2 1 3 10 4

Kerria japonica 황매화 　 21

Pittosporum tobira 돈나무 　 9 　 (9) 　 　 　 1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벚나무 18 　 　 　 　 　 　

Quercus glauca 종가시나무 　 12 　 　 　 1 4 1

Pinus thunbergii 곰솔 (5) 1 (1) 1 2 7 　 　 　 　

Rosa rugosa 해당화 　 　 (2) 　 　 15 　 　

Weigela subsessilis 병꽃나무 　 (4) 　 5 　 　 6 2

Chaenomeles sinensis 모과나무 2(5) 1 2(1) 2 　 2 　 1 　

Crataegus scabrida 미국산사 　 11(5) 　 　 　 　 　 　

Euonymus alatus 화살나무 2 1 　 9 　 3 1 　

Malus prunifolia 꽃사과 (2) 　 9(3) 　 　 　 　 1 　

Hydrangea macrophylla 수국 3(3) 　 2 1 　 1 2 1 　

Magnolia grandiflora 태산목 1 　 1 11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반송 1 　 4(4) 　 　 　 1 　 3

Albizia julibrissin 자귀나무 　 4 　 2(5) 　 1 　 　 　

Wisteria floribunda 등 3 5 　 3 1 　 　 　 　

Chamaecyparis obtusa 편백 　 1 9 　 1 　 　 　

Osmanthus fragrans 목서 3 　 2 　 3 1 　 1 1

Aucuba japonica f. variegata 금식나무 3 　 　 　 1 　 6

Ilex rotunda 먼나무 　 2(1) 　 (1) 　 6 　 　 　

Melia azedarach 멀구슬나무 　 7(2) 　 1 　 　 　 　 　

Paeonia suffruticosa 모란 6 　 4 　 　 　 　 　

Viburnum plicatum 설구화 (1) 　 　 1(5) 　 　 　 3 　

Castanopsis sieboldii 구실잣밤나무 　 3(6) 　 　 　 　 　 　

Chamaecyparis pisifera 화백 　 3 2 4 　 　 　 　

Pinus parviflora  섬잣나무 2 　 1 6 　 　 　 　 　

Pinus strobus 스트로브잣나무 4 　 　 5 　 　 　

Punica granatum 석류나무 3(1) 1 　 (1) 3 　 　 　 　

Zizyphus jujuba var. inermis 대추나무 1 　 6 　 　 　 1 1

Eriobotrya japonica 비파나무 　 1 1 (1) 4 1 　 　 　

Liriope platyphylla 맥문동 ●(●) ●(●) ● 　 ● 　 ● 　

Iris sanguinea 붓꽃 (●) 　 　 ● ● ●

Chrysanthemum morifolium 국화 ● ● ● ● 　 　

Hemerocallis fulva 원추리 (●) ● 　 　 　 ● 　

Ophiopogon japonicus 소엽맥문동 ●(●) 　 　 　 　 ●

Phlox subulata 꽃잔디 ●(●) ● 　 　 　 　 　

Tagetes erecta 메리골드 ● ● ●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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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 Korean name
Meditation forest school General school

OD YH WY JH JD GH DG MH SN WP

Lampranthus spectabilis 송엽국 ●(●) ● 　 　 　 　 　

Canna generalis 칸나 ● 　 　 　 ● 　

Mirabilis jalapa 분꽃 ● ● 　 　 　 　 　

Petasites japonicus 머위 ● 　 ● 　 　 　

Rosmarinus officinalis 로즈마리 ● 　 　 　 ● 　

Zinnia violacea 백일홍 (●) ● 　 　 　 　

Zephyranthes carinata 나도샤프란 ● ● 　 　 　 　 　

Achillea alpina 톱풀 　 　 　 ● 　

Allium senescens 두메부추 　 　 　 ● 　

Althaea rosea 접시꽃 　 　 　 ● 　

Other species (No.) 7(13) 7(0) 24(13) 7(0) 17(12) 7 5 6 27 9

Total species (No.) 48(47) 50(8) 79(46) 37(5) 68(30) 57 51 47 79 46

Total individual of species (No.) 810(368) 991(256) 872(321) 357(238) 917(68) 469 449 300 967 610
*Refer to Table 1
ZParenthesis indicate number of species planted for establishment of meditation forest. The black symbols are species planted in school forests.

Table 3. Continued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학교가 유휴공간을 학교숲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 학교숲 조

성 시 현재의 실태분석을 통해 학교숲이 현장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다.

3.3. 학교숲의 종다양도

명상숲 조성학교는 기존숲과 명상숲 조성 시 식재된 

모든 수종을 더하여 조사하였고, 초본류는 출현유무만 

확인하고 개체수는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종다양도는 종 수와 각 종별 개체수와의 관계로 분석되

기 때문에 종 수가 많다고 종다양도 값이 높은 것은 아니

다. 명상숲이 조성된 초등학교의 학교숲에 나타난 식물

은 39종에서 86종으로 학교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일반학교는 40종에서 54종으로 그 차이가 명상숲 조성

학교만큼 크지는 않았다. 명상숲 조성학교의 종다양도는 

1.221로 일반학교의 종다양도 1.239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초와 월영초, 제황초는 각각 46종, 
47종, 30종의 많은 종이 명상숲 조성 시 식재되었지만, 
그 중 16종, 7종, 8종만이 기존 학교숲에 나타나지 않았

던 새로운 종이었다. 심지어 용호초는 명상숲 조성 시 식

재된 8종이 기존 학교숲에 있던 식물들이었다. 이것은 

Table 3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명상숲 조성 시 식재수

종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Kang et al., 2020; Kang et al., 
2020a).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선 각 학교의 학교숲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구성원들과 공유한 후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숲 확대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인 경화초, 도계초, 무학초는 명상숲 조성학교

의 평균 종다양도 1.221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 결과

가 학교숲 조성이 잘 되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들 학교도 향후 학교숲 확대 시 다양한 수종식재로 학교

숲의 현장학습장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

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식물 식재가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Kang et al., 2020b). 

3.4. 학교숲의 식물과 교과서 언급 식물의 일치율

교과서에 언급되는 식물 중에서 학교숲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과

서 식물 분석 결과(Kang, 2020)를 이용하였다. 명상숲 

조성학교와 일반학교의 기존 학교숲에 식재된 식물 종수

는 각각 평균 56.8종, 56.4종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이들 식물 중에서 교과서에 언급되는 식물은 명

상숲 조성학교가 20.2종, 일반 학교가 19.8종이었다

(Table 5). 일치율은 명상숲 조성학교 36.1%, 일반 학교 

3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제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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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No. of species in school 
forest** No. of species mentioned in textbook

E.F. M.F. E.F. Conc.(%) M.F Conc.(%)

Meditation forest 
school

OD 48 47 20 41.7 14 29.8

YH 50  8 21 42.0   1 12.5

WY 79 46 24 30.4 14 30.4

JH 37  5 12 31.6   3 60.0

JD 68 30 24 34.8   7 23.3

Mean 
56.4

(±15.05)
27.2

(±17.97)
20.2

(±4.40)
36.1

(±4.91)
7.8

(±5.42)
31.2

(±15.77)

General school

GH 57 - 19 33.3 - -

DG 51 - 20 39.2 - -

MH 47 - 16 34.0 - -

SN 79 - 29 36.3 - -

WP 46 - 15 31.9 - -

Mean 56.0
(±12.10)

-
-

19.8
(±4.96)

34.9
(±2.56)

-
-

-
-

Refer to Table 1, **E.F.: Existing forest, M.F.: Meditation forest.

Table 5. The concordance between species planted in school forests and species mentioned in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s 

School* No. of species No. of individual Species diversity 

Meditation 
forest 
school

OD 64(16)z 1,178 1.203 

YH 50(0) 1,247 1.181 

WY 86(7) 1,193 1.374

JH 39(2)    595 1.097

JD 76(8)    985 1.251

Mean 63(±17.0) 1,040(±239.3) 1.221(±0.19)

General school

GH 52    469 1.370

DG 47    449 1.338

MH 42    300 1.323

SN 54    967 1.012

WP 40    610 1.152

Mean 47(±5.44)  559(±226.4) 1.239(±0.14)
*Refer to Table 1, 
zParenthesis are the number of newly planted species when meditation forest was established. 

Table 4. Species diversity of school forests in elementary schools for this study

학교(Kang et al., 2020a)와 진주시 초등학교(Kang et 
al., 2020b)의 일치율 40% 전후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명상숲 조성 시 식재된 식물 종수는 학교마다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제황초와 용호초는 각각 5종, 8종이었지만, 
월영초와 외동초는 각각 46종, 47종으로 4배 이상 많은 

식물이 식재되었다. 이들 식물 중에서 교과서에 언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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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Green area Green rate Green volume 
factor

Connectivity of 
green belt

Index of ecological 
health

Meditation forest 
school

OD 3 4 4 1 3.0

YH 3 4 3 1 2.8

WY 3 4 3 1 2.8

JH 4 4 4 5 4.3

JD 3 4 3 3 3.3

Mean 3.2(±0.4) 4(±0.0) 3.4(±0.5) 2.2(±1.6) 3.2(±0.6)

General school

GH 2 4 4 1 2.8

DG 2 3 4 1 2.5

MH 2 3 3 1 2.3

SN 1 3 2 1 1.8

WP 2 3 3 3 2.8

Mean 1.8(±0.4) 3.2(±0.4) 3.2(±0.7) 1.4(±0.8) 2.4(±0.4)
*Refer to Table 1

Table 6. Ecological health evaluation of school forests in elementary schools for this study 

식물은 1종에서 14종으로 학교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

났으며, 일치율은 평균 31.2%였다. 특히 명상숲 조성 시 

가장 많은 종수가 식재된 외동초와 월영초의 일치율이 

약 30%라는 것은 식재수종 선정 시 아직도 현장에서는 

경관조성 목적으로 명상숲 사업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은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본 개념이 형성되고(Kang et al., 2011), 명상숲 

조성 시 수종 선정 원칙 중의 하나가 교과과정과 연계된 

수종이 식재되었을 때의 교육적 효과가 더 크며(Hue et 
al., 2014), 학교 내에 존재하는 학교숲을 교사들은 학습

공간으로 선호한다(Cho and Park, 2006)는 것을 고려하

면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며 교과서에 언급되는 

수종 위주의 식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ang, 2020a,b).  

3.5. 학교정원의 생태적 건강성

조사대상 학교숲의 녹지면적(m2)(식생으로 피복된 지

반/교지 면적), 녹피율(%)(수관투영면적/조사구 면적), 
녹지용적계수(수관 용적/조사구 면적), 녹지연계성(학교

숲 1 km 이내의 녹지규모) 등 4가지 인자로 생태적 건강

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명상숲 조성학교의 

녹지면적은 제황초가 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학

교는 모두 3점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중에서는 상남초

가 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학교는 2점으로 나타

났다. 명상숲 조성 여부에 따라 조성학교와 일반학교 간

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녹피율은 명상숲 조성학교가 4
점, 일반학교는 평균 3.2점으로 명상숲 조성학교가 조금 

높은 값을 보였다. 녹지용적계수는 명상숲 조성학교와 

일반학교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값은 교목

성 수종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명상숲 조

성학교와 일반학교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명상숲 조성 시 교목의 식재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한다. 녹지연계성은 학교주변의 녹지환경의 영향

을 전적으로 받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명상숲 조성학교

가 제황초와 진동초의 영향으로 일반학교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생태적 건강지수는 명상숲 

조성학교가 평균 3.2점으로 일반학교의 2.4점보다 높았

으며, 거제지역(Kang et al., 2020a)과 진주지역(Kang 
et al., 2020b) 초등학교의 학교숲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숲은 도시숲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를 기초로 하여 학교 주변의 녹지가 부족한 곳에서는 학

교숲을 확대 조성하면 지역의  거점 녹지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학교 텃밭의 교육적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Klemmer et al., 2015; Hong 
and Kim, 2017), 연못 등의 작은 수생태계가 조성되

면 그로 인해 조류와 곤충 등 생물다양성이 높아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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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Kim, 2012)를 고려한 학교숲 만들기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학교숲 이용자인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이 

학교숲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조성한 학교숲 이용률이 

아주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Jung and Kwon, 
2017), 시공업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보다는 학교구

성원과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학교숲 만들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교

숲의 식재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 숲이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숲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명상숲을 포함한 학교숲 면

적은 명상숲 학교에서 용호초와 일반학교는 도계초가 가

장 넓었으나, 1인당 녹지면적은 제황초와 상남초가 가장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숲의 식재 종수와 개체 수 

및 명상숲 조성 시 식재된 종수도 학교간에 큰 차이가 확

인되었다. 반면 조사대상 학교 간의 식물 종 다양도 지수

는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명상숲 학교와 일반

학교의 학교숲에 식재된 식물과 교과서에 기재된 식물 

간의 일치율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태적 건강

지수는 명상숲 학교가 평균 3.2로 일반학교의 평균 2.4
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명상숲 조성으로 인한 녹

지면적과 녹피율의 증가 때문이다. 
명상숲 학교와 일반학교의 학교 숲 내 교과서에 언급

된 식물종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은 향후 다른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할 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명상숲을 새

로이 조성할 때 교과서에 언급된 식물을 중점으로 식재

한다면 단순히 시각자료를 활용한 교육보다 교과서에

서 나온 식물을 실제로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기에 

학교숲은 교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가능하며 교육

효과도 더 우수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우선,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생태교육 연수가 필요할 것이며, 연수에 참가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사들의 관심을 유

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생태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교내 학교숲에서 자연스럽게 생태교육을 접할 수 있

는 여건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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