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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마포지역마포지역마포지역마포지역 자연체험안내자자연체험안내자자연체험안내자자연체험안내자 교육교육교육교육



사업목적

마포지역 안의 생태를 보호와 생태축의 복원
을 위해 주민생태활동가를 기르고자 합니다.



지역 생태교육의 필요성

환경교육은 자신이 살면서 늘 접하는 생활
현장 속에서 이루지는 것이 가장 좋다.

자기 주변의 생태환경을 알고 살려가는 활동
과 생태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함께 하
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이다. 



생태교육장으로서 마포서부지역

서울에서도 생태교육에 적합한 여러 거점들이 있으
며, 생태보존의 필요성이 크다. 

한강과 홍제천, 불광천이 만나며, 월드컵공원과 마
포의 유일한 자연숲인 성미산이 모여있다. 

여러 생태거점들이 있으나, 거점일 뿐 생태네트워크
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파괴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교육구성

생태와 지역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

생태와 지역에 대한 기초 현장교육

지역 생태에 접근하기 위한 심화교육

실습 - 생태조사활동과 자료집 만들기



교육 내용

1. 생태와 지역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4회) 

� 5/ 6 지역 자연체험안내자의 역할

� 5/13 마포지역의 역사와 문화

� 5/20 생활 속의 환경문제

� 5/27 자연친화적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향



2. 생태와 지역에 대한 기초 현장교육 (6회)

� 6/ 2  청계산 개구리논에서 나무이야기

� 6/10 도시에서의 숲의 역할(강의)

� 6/14 강서 습지 생태공원 탐방

� 6/22 성미산에서 풀꽃 보기

� 6/29 곤충과 새 -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 자연체험 들살이와 수료식, 숲탐방 (산음휴양림) 



3. 지역 생태에 접근하기 위한 심화교육 (6회)

� 8/24 모니터링이란?

� 8/31 자연물 세밀화 배우기(1)

� 9/ 7  자연물 세밀화 배우기(2) 

� 9/21 한강유역 생태기행 : 여의도 샛강

� 9/28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자연놀이 익히기

� 11.1-2 지역 생태보호운동의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
샵과 수료식



4. 실습 - 생태조사활동과 자료집 만들기
성미산의 나무를 모니터링하고(사진찍기와 식생현황), 그간의 교

육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모아 성미산 자료집을 만든다.

� 9/29 모니터링 작업 지역홍보

� 10/25, 11/16  작업진행 방법회의

� 11/6 모니터링 공부 및 생태 탐방

- 부천 성주산

� 10/31 성미산 나무모니터링 시작(4조)

� 1-2월 자료집만들기



교육과정의 특징

주변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

생태에 관한 이론과 현장학습이 병행되었고, 
실제 생태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결합

생태전문가집단과 지역활동가들이 결합하여
교육진행

마포서부지역의 교육활동가와 주민들이 교육
을 받음



참가자들의 평가요약

도심속의 작은 산과 강, 공원들로 엮어지는
생태네트워크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주변에 있는 나무와 풀꽃, 새와 곤충들을 관
찰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지역생태보존활동을
할 수 있겠다.

교육내용에 중복이 있었으므로, 이후에는 교
육과정을 줄이면서 압축적으로 하면 좋겠다



참가자의 이후 활동계획

참가인원 15명

어린이집원장과 교사 – 어린이집 교육활동과
부모교육

지역활동가 – 지역생태보존활동과 모니터링, 
지역내 어린이 숲속학교 운영

학부모 – 초등학교 내 어머니교실과 일일교
사로 활동

전원 – 지속적인 모니터링 참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