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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현장체험 환경교육자들의 자격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

론 연구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환경교육사 등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야외에서의 현장체험 환경교육,

활동가의 자격제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년 월 일 국무회의에서 산림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숲해설가2005 1 4 ' '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 휴양 법을 의결한 것이다' · ' .

그런데 이렇게 숲해설가의 자격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현장

체험 환경교육의 공간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산림 숲 이며 이것은 국토의( )

가 산림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계절 활동이 가능한 기후적 특성 그리70% , 4 ,

고 숲해설가들이 차지하는 현장체험 환경교육 활동에서의 계량적인 비중도 한몫

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재 숲해설가들이 하고 있는 도시 숲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그리고 학교,

숲에서의 숲해설 이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Foreset Interpretation)

수 있는 현장 중심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의 기본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에서 연간 십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

드시 자격검증은 거쳐야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배경으로 한국의 숲해설이 진정한 현장중심 환경교육의 콘

텐츠를 담보하고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숲해설가의 자질과 역량의

제고가 시급하다 특히 현장체험 환경교육의 기본적 직무와 핵심적 콘텐츠를 구.

성하는 모범적 숲해설의 프로그램과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숲해설가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의 그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격제도가 논의되기 전에 최소한 다년간 활동을 했던 숲해설가들이나,

전국적으로 숲해설을 중심으로 한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선진적인 숲해설과 숲체

험 프로그램을 연수하고 그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전수받아 한국사회의 숲해설의

질과 숲해설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quali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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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숲해설 이 좀더 체계적이고 사회 환경, (Foreset Interpretation)

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앞으로 세계적으로 다양

하게 적용되고 있는 좀 더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연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의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 등,

을 익혀온 바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아직 그 사례가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

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산림환경교육의 전국 활동가들이 해외 프로그램 전수를.

위한 공동연수는 행해진 바 없다.

그래서 캐나다 숲해설가들의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연수를 통해 우리

숲해설가들이 현장체험환경교육 활동가로서 역량을 연마하고 환경교육과 숲체험

프로그램의 선진적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 환경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

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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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준비과정준비과정준비과정1.1.1.1.

연수팀 희망의 숲 연수원 소개연수팀 희망의 숲 연수원 소개연수팀 희망의 숲 연수원 소개연수팀 희망의 숲 연수원 소개1) Canada " “1) Canada " “1) Canada " “1) Canada " “

박종숙 숲해설가 팀장

박 휘 숲해설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통역

박영래 대구 수목원 자연 해설사 영상기록1

정미경
광주 녹색연합 숲해설가

시민의 신문 호남 주재 기자
영상기록2

손정원 풀빛문화연대 간사 회계

심선옥 사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 문서기록

한국의 숲해설과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

는 실무책임자와 년 이상의 활동경력의 숲해설가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을 하였5

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을 안배하여 장차 이 연수의 성과가 전,▪

국적으로 고르게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

이후에도 한국의 숲해설을 중심으로 한 현장체험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팀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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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추진 과정추진 과정추진 과정2)2)2)2)

모임일시 장소 인원 모임내용

월 일 화6 21 ( )

오후 시 시5 ~7

풀빛

문화

연대

전원

연수 참여자 라인 모임연수 참여자 라인 모임연수 참여자 라인 모임연수 참여자 라인 모임OffOffOffOff●●●●

연수원과 연수일정 일부 조정에 따른 회의

인사 및 연수의 취지 확인

연수원별 현재 지역에서의 숲해설 환경교육프로그

램의 현황 및 활동 내용 보고 토론,

월7
on

라인
전원

각 지역에서 숲해설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각 지역에서 숲해설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각 지역에서 숲해설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각 지역에서 숲해설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

는 연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학 중에는는 연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학 중에는는 연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학 중에는는 연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학 중에는,,,,

미팅에 애로 사항이 많음 온라인을 통해서 연수미팅에 애로 사항이 많음 온라인을 통해서 연수미팅에 애로 사항이 많음 온라인을 통해서 연수미팅에 애로 사항이 많음 온라인을 통해서 연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역할에 따른 개별 스터디를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역할에 따른 개별 스터디를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역할에 따른 개별 스터디를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역할에 따른 개별 스터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

월 일 화8 30 ( )

오후 시 시1 ~3

풀빛

문화

연대
전원

환경 다큐 편 감상 및 독서토론환경 다큐 편 감상 및 독서토론환경 다큐 편 감상 및 독서토론환경 다큐 편 감상 및 독서토론EBS 2EBS 2EBS 2EBS 2●●●●

주요 연수지인 벤쿠버 아일랜드와 밴쿠버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생태교육 전반의 이해를 돕는 다

큐 감상

역할분담 재확인과 그에 따른 준비물 점검역할분담 재확인과 그에 따른 준비물 점검역할분담 재확인과 그에 따른 준비물 점검역할분담 재확인과 그에 따른 준비물 점검●●●●

박종숙 연수팀장-

정미경 연수기록 박영래 영상기록- / -

심선옥 문서기록 사전자료준비- ,

박휘 통역 손정원 비디오카메라 회계- / - ,

월 일 화9 6 ( )

오후 시 시5 ~7

국민

대학

교

심선옥

손정원

전 캐나다 교수 탁광일박사 미팅전 캐나다 교수 탁광일박사 미팅전 캐나다 교수 탁광일박사 미팅전 캐나다 교수 탁광일박사 미팅( ) SFS( ) SFS( ) SFS( ) SFS●●●●

기존의 주요 연수 일정 확인 관광지로 알려지지.

않은 공원과 숲 중 온대우림의 주요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와 숲해설 환경교육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를 추천받음

캐나다 여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음캐나다 여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음캐나다 여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음캐나다 여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음●●●●

월 일 월9 12 ( )

오후 시 시1 ~3

사( )

산림

문화

콘텐

츠연

구소

전원

연수지역의 온대우림 원주민과 문화에 대해연수지역의 온대우림 원주민과 문화에 대해연수지역의 온대우림 원주민과 문화에 대해연수지역의 온대우림 원주민과 문화에 대해,,,,●●●●

참고 도서 및 자료를 읽고 토론참고 도서 및 자료를 읽고 토론참고 도서 및 자료를 읽고 토론참고 도서 및 자료를 읽고 토론

최종점검 및 연수팀 친목최종점검 및 연수팀 친목최종점검 및 연수팀 친목최종점검 및 연수팀 친목●●●●

연수 현지에 있는 연수코디네이터와 연락 최종,

일정 일정을 여유롭게 조정 심도 깊은 연수가/ .

될 수 있도록 함 해외여행에서 연수팀원간에 서/

로를 배려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할 것을 함께 당부하는 대화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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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자료준비자료준비자료준비자료2.2.2.2.

연수 관련 준비 자료연수 관련 준비 자료연수 관련 준비 자료연수 관련 준비 자료※※※※

환경 다큐 편환경 다큐 편환경 다큐 편환경 다큐 편EBS 2EBS 2EBS 2EBS 2①①①①

연수지인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이하 주 온대우림의 환경과 문화( BC )

생태교육 전반의 이해를 돕는 다큐

숲은 연어를 키우고 연어는 숲을 만든다 탁광일 저숲은 연어를 키우고 연어는 숲을 만든다 탁광일 저숲은 연어를 키우고 연어는 숲을 만든다 탁광일 저숲은 연어를 키우고 연어는 숲을 만든다 탁광일 저, /, /, /, /②②②②

팀 자체 제작한 연수지 관련 자료집 내용이 많아서 별첨팀 자체 제작한 연수지 관련 자료집 내용이 많아서 별첨팀 자체 제작한 연수지 관련 자료집 내용이 많아서 별첨팀 자체 제작한 연수지 관련 자료집 내용이 많아서 별첨( )( )( )( )③③③③

연수 관련 홈페이지연수 관련 홈페이지연수 관련 홈페이지연수 관련 홈페이지④④④④

http://www.dnv.org/ecology/

http://morrell.bc.ca/education.html

http://www.town.ladysmith.bc.ca/

http://www.conservancy.bc.ca

http://www.gvrd.bc.ca/parks/maps/Pacificspiritmap.pdf

http://www.cathedralgrove.com/

http://www.travelcanada.or.kr/index.html

http://www.travelcanada.or.kr/bc/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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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일정연수 일정연수 일정연수 일정....ⅢⅢⅢⅢ 희망의 숲희망의 숲희망의 숲희망의 숲CanadaCanadaCanadaCanada

전체 일정전체 일정전체 일정전체 일정1.1.1.1.

datedatedatedate 연 수 일 정연 수 일 정연 수 일 정연 수 일 정

일24
도착 후 바로Vancouver Queen Elizabeth park●

경유 도착Harrison Hot Springs Hope●

일25

방문자센터 시내공원Hope●

경유Merritt●

방문자 센터 리버사이드공원Kamloops ,●

Mt.Robson - Moose Lake●

도착Jasper national park●

일26
Icefields●

도착Banff●

일27

에서 쉼Minnewanka Lake●

Louise Lake●

에서 로 가는 길에 벼룩시장 호박농장Sicamous Enderby .●

도착Hope●

일28
와 견학Lynn Canyon Park Ecological Center●

도착Horseshoe Bay ferry - Nanaimo●

일29

참관 식사Wildwood /●

방문 산책Morrell Nature Sanctuary ,●

벽화마을Chemainus●

일30

프로그램 일부 참관Morrell Nature Sanctuary●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도착Nanaimo - Vancouver●

일1 Stanley Park. Bike tour●

일2
Pacific Spirit Regional Park & UBC Museum●

연어 전시관Capilano Suspension●

일3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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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세부 일정세부 일정세부 일정2.2.2.2.

해외 연수 중 일지의 내용과 매일 평가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였음 단* . ,

연수주제와 관련한 부분은 뒤에 연수 내용으로 따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간,

략하게 일정으로만 기록함.

월 일월 일월 일월 일1) 9 241) 9 241) 9 241) 9 24

밴쿠버도착 탐방 경유Queen Elizabeth park Harrison Hot spring▶ ▶ ▶

에서 박Hope 1

오후 시 캐나다 밴쿠버 도착 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연수팀원들은 시차적2 . 10

응을 위한 휴식과 연수일정을 확인하는 장소로 을 선정하Queen Elizabeth park

여 이동했다 이 공원은 밴쿠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인 리틀 마운틴에. (152m)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매우 좋다 채석장 자리에 조성되어서 인지 정원의 이름.

도 등 채석장 의 표현Small Quarry Garden - Large Quarry Garden Quarry( )

을 쓰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월초 가을 날씨 쯤 되는 데 화려하게 꽃들이 피. 11 ,

어있었다.

이곳은 초봄의 화려한 튜울립을 시

작으로 언제나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라고 한다 플라스틱 돔으로 이루어진.

브뢰덜 온실은 언덕 꼭대기에 있다.

우림 지역의 식생부터 사막의 선인장

류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자란다 형형.

색색의 열대 조류들과 연못 속 가득

한 일본 잉어들도 구경할 수 있다 연.

수팀의 관심을 끈 것은 무엇보다 기기기기

념 벤취 기부 문화념 벤취 기부 문화념 벤취 기부 문화념 벤취 기부 문화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눴던 시간을 기념하며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또는,

지역의 공원을 위해 기증한 벤취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증된 사연들이 적혀져,

있었다 공원이나 지역의 휴식공간을 시민 모두가 가꿔가고 만들어가는 색다른.

문화체험이다 이런 벤취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

그간 팀원들은 으로 많은 모임을 가졌지만 오랜 비행과 시차적On-Off Line

응으로 체력소모가 컸기 때문에 팀장님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을, Nature game

제안하셨다 나무의 시 라는 활동인데 하나의 나무를 중심으로 그 나무를. ‘ ( )’ ,詩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Queen Elizabeth park-Queen Elizabeth park-Queen Elizabeth park-Queen Elizabeth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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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드는 각자의 느낌들을 한 구절씩 표현하고 그 구절을 서로 연결해 한

편의 시 를 완성해 보는 스킨쉽 프로그램이었다 공원 견학과 산책 그리고 스( ) .詩

킨쉽 프로그램을 마치고 의 세계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탐사하기 위해 이Rocky

동했다.

경유하여 에서 박Harrison Hot spring Hope 1

월 일월 일월 일월 일2) 9 252) 9 252) 9 252) 9 25

방문자센터와 읍내 경유 세계문화유산Hope Kamloops Visitor centre▶ ▶

인 내 셀프가이드 코스 탐방 후 박Jasper National Park Mt.Robson 1

둘째 날 연수 일정이 시작된 는Hope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Hope Visitor

방문자안내소 가 있어서 지역정보centre ( )

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방문하는.

지역마다 작게나마 지역의 문화와 지리,

자연환경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방문자 안내소방문자 안내소방문자 안내소방문자 안내소(Visitor centre)(Visitor centre)(Visitor centre)(Visitor centre) 시스템

이 잘 구축 되 있다.

이 지역은 남쪽 끝 번 번 고속도로를 비롯한 몇 개의 고속도Fraser Canyon , 1 , 3

로가 교차한다 과 주 남부 여행의 좋은 출발점이며 그 외의. Fraser Canyon BC ,

주립공원 몇 군데로 향하기에도 좋다 읍내에는 이 있는. Hope municipal Building

데 소규모 지역 센터이다 일본 현, . ( Izu Japan & Hope B.C. Sister Cities - Iau

과 주의 시가 도시 간 자매결연으로 설립한 것 거리에는 죽은 고목을B.C. Hope ).

이용해서 제작한 독수리 연어 비버 곰 등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 조각들이 있, , ,

고 우리나라 오수의 개 처럼 경찰견 기념 조각 상이 있다, ‘ ’ 'Chip of Dog' ( ) .

경유 경유Merritt / Kamloops

방문했다 지Kamloops Visitor centre .

역의 동물을 디자인해서 만든 뱃지가 인

상적이다 점심식사를 위해. Riverside

방문했는데 주변지역의 최대 강우Park ,

량 강수량 등 지역의 기록적인 천재지변,

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념조형물이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Hope Visitor centre-Hope Visitor centre-Hope Visitor centre-Hope Visitor centre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Kamloops-Kamloops-Kamloops-Kamloops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

- 9 -

로 접어들자 산들의 수종이 점점 단순한 침엽수림으로 변하Canadian Rocky ,

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종종. “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 이란 안내문을” Rest area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Circle of Nature”

내용 요약 우리나라의 솔잎: (

혹파리 병충해처럼 캐나다 지)

역에 침엽수를 중심으로 한 질

병이 번지고 있다 캐나다 방문.

객들은 여행 중에 그런 숲을 종

종 만나게 될 것이다 산림 보.

호 차원에서 약물을 살포한다든

가 병충해에 걸린 나무를 태운

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오랜 기간 자연발생적인 병충해 유행과 산불

의 사례들로 볼 때 숲은 이상기후가 예측되거나 병충해들이 침입했을 때 숲의 재, ,

생 시점에서 자연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그 외 다양한 방법들로 스스로를 치유해 가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숲이 자연치유능력을 갖고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캐나

다 산림청은 을 믿고 인위적으로 산림을 보호해야하는 최소한의Circle of Nature ,

범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내 를 방문하여 셀프가이드Jasper National Park Mt.Robson ,

코스를 탐방한 후 박1 .

월 일월 일월 일월 일3) 9 263) 9 263) 9 263) 9 26

출발 탐방 도착Jasper National Park Ice fields Banff National Park▶ ▶

및 박1

오전에 를 탐방한 후 로 이동Ice fields Banff National Park .

년에 에서 천연 온천이 발견되자 연방 정부는 이곳을 캐나다 최초1883 Banff ,

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에는 수 많은 호수의 청록빛 수면 위로 아름. Ban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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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게 투영되는 이상의 봉우리가 개나 있다 시내 중심에 개천이 흐르3,000m 25 .

다가 호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주변은 이 조성 되어 있다 호수에는 비버Trail .

가 살고 있고 노루들이 도심까지 내려와 민가주변에서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돌출간판이나 화려한 가로등이 없는 대신 캐나다를 상징하는 다양한 동식.

물 디자인 걸개그림들이 도시경관과 조화도시경관과 조화도시경관과 조화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저녁 시 경부터 대. 6

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시 이후면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9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심야의 도시 경관이 광 공해가 덜한 편우리나라보다 심야의 도시 경관이 광 공해가 덜한 편우리나라보다 심야의 도시 경관이 광 공해가 덜한 편우리나라보다 심야의 도시 경관이 광 공해가 덜한 편( ) ( )( ) ( )( ) ( )( ) ( )光光光光 이다.

에서 박Banff 1

월 일월 일월 일월 일4) 9 274) 9 274) 9 274) 9 27

코스를 방문 방문Banff Fenland Trail Minnewanka Lake Lake▶ ▶

방문 호박농장경유 박Louise Hope 1▶ ▶

새벽 의 코스를 방문하였Banff Fenland Trail

다 는 중심가를 진입하는 곳에도 하천이 있. Banff

고 중심가 주변에도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 숲과,

호수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입구에는.

가 비치되어 있다 약Self-guiding Brochure . 2Km

정도 되는 구간이고 걸어서 분 정도의 트레일이30

다 트레일 주변을 작은 개울이 돌아나가기 때문.

에 길들이 축축하고, , 숲이면서도 일종의 습지와숲이면서도 일종의 습지와숲이면서도 일종의 습지와숲이면서도 일종의 습지와

같은 특이한 생태적 환경같은 특이한 생태적 환경같은 특이한 생태적 환경같은 특이한 생태적 환경을 갖고 있다.

오전 첫 일정은 시 외각에 위치한 방문이었다 에Minnewanka Lake . Banff

최초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기점이며 호수 길이가 에 이르는 엄청, 24Km

난 규모의 호수이다 레져용 수상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호수 중.

에 하나라고 한다 캐나다는 호수의 나라이다 만개의 호수가 있다고 알려져. . 200

있고, 호수는 캐나다 아웃도어 캠핑 문화의 동반자호수는 캐나다 아웃도어 캠핑 문화의 동반자호수는 캐나다 아웃도어 캠핑 문화의 동반자호수는 캐나다 아웃도어 캠핑 문화의 동반자( )( )( )( ) 이다.

를 방문한 후 오후에는 에서 로 가는 길에서Lake Louise Sicamous Enderby

호박농장을 들렀다 가을 농작물 수확에 맞춰 일종의 축제와 같이 열리는 행사.

장이었다 농장 주인 할머니의 이름을 브랜드로 하여 다양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

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저장식품들도 있었다, .

그림 입구 안내판그림 입구 안내판그림 입구 안내판그림 입구 안내판6- Trail6- Trail6- Trail6-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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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호박을 이용한 야외 전시장 휴+ +

식공간 원주민 생활용품 악기 소+ ․
품 소재로 한 전시관 Gife shop +․
염소의 습성을 이용한 도르레 아래(

빈통에 옥수수를 넣으면 옥상에 있는,

염소가 앞발로 도르레 줄을 잡아당겨

옥수수통을 위로 올린 후 쏟아서 먹

는다 체험장 등 아기자기하면서 알)

찬 행사로 구성하였다.

지자체이후 지방축제가 활성화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농업 임업 산물을, ,

주제로 한 것이 많은 점을 비교해 볼 때 먹을거리마당 장기자랑대회 일회성 이벤, ,

트 행사 등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축제도 이 시골농장의 축제처럼시골농장의 축제처럼시골농장의 축제처럼시골농장의 축제처럼

친환경적인 주제와 건전한 오락 이벤트 문화를 개발하고 시도친환경적인 주제와 건전한 오락 이벤트 문화를 개발하고 시도친환경적인 주제와 건전한 오락 이벤트 문화를 개발하고 시도친환경적인 주제와 건전한 오락 이벤트 문화를 개발하고 시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을 나눴다 포도와 과일생산지 휴양지로 유명한 을 지나. , Okanagan

에 도착 내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숲해설과 관련한 프로그램 참관과 인터뷰Hope .

및 온대우림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회의를 한 후 일정을 마무리 했

다.

월 일월 일월 일월 일5) 9 285) 9 285) 9 285) 9 28

연수 밴쿠버아일랜드 도착 나나이Rynn Canyon Park Ecological Center ▶

모 박1

오전 시 경 에 도착하였다9 Rynn Canyon Park

원래 연수활동계획에는 없었지만 현지에서 활동하셨던 탁광일 박사께서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자연학습센터로 밴쿠버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센터라고 소개해,

주신 곳이라 일정에 넣게 됐다 이 곳에서 연수팀은 당일 오전 시 시까지. 10 -12

진행되는 유아 대상 해설프로그램에 팀으로 나누어 참관하였다 장소는 곳이2 . 2

었는데 해설 주제가 오감체험 으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코스가 다르더라도 비, ‘ ’ ,

슷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해설가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오후에는 전. .

시관 견학과 다양한 자연체험교구를 살펴보았다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모 박. 1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축제 중인 호박농장축제 중인 호박농장축제 중인 호박농장축제 중인 호박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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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월 일월 일월 일6) 9 296) 9 296) 9 296) 9 29

연수 연수 벽화마을Wildwood Morrell Nature Sanctuary Chemainus▶ ▶

방문 나나이모 박1▶

방문하였다 이 곳은 현재 토지보존 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Wildwood . NPO

데 그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

의 연수프로그램 참관 이후 오후에는 에WildWood Morrell Nature Sanctuary

들렸다 원래 예정에는 숲해설프로그램을 내일 일 참관하기로 되 있었다 연. (30 ) .

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현지에 계시던 코디네이터께서 날짜까지 고정을

해주려 했으나 기관 측에서 여름방학에는 프로그램이 없고 가을학기 프로그램, ,

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참관계획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희망하던.

날짜에는 주변의 초등학생들이 명이나 예약이 되 있어서 프로그램 전체 참관50 ,

으로 어렵고 대신 시작 부분만 참관하기로 협의하였다.

담당자가 우리 연수팀원들이 준비한 연수목적을 듣고 질의내용에 대한 인터뷰,

를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였다.

이곳에서도 산책로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셀프가이드 할 수 있는 안내문이 비

치되어 있었다 각 지점에서 느끼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관찰할 수 있는 것.

들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다.

기관방문을 마치고 연수팀은 근

처에 있는 벽화마을을Chemainus

방문했다 년에 제재소가 문을. 1983

닫자 체마이누스의 주민들은 이 지,

역 역사를 보여주는 커다란 벽화를

그림으로써 마을을 매력적인 관광

지로 변모시키고자 애썼다.

지역 예술가들은 이런 계획을 계속 실천해 나갔으며 현재 이 마을에는 역사적,

인 사건을 묘사한 벽화가 점이 넘는다 실물보다 더 크게 그려진 카우친 원주32 .

민과 개척자들 벌목꾼들은 분위기 압도하며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 Chemainus

주었다 마을 바닥에 표시된 발바닥 그림을 따라가면 구석구석에 그려진 벽화와.

원주민 관련 장소를 순서대로 관람할 수 있다.

나나이모 박1

그림그림그림그림 8888 -Chemainus-Chemainus-Chemainus-Chema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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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월 일월 일월 일7) 9 307) 9 307) 9 307) 9 30

연수Morrell Nature Sanctuary MacMillan Cathedral Grove Provincial▶

온대우림 탐방 밴쿠버 박Park 1▶

오전 를 방문 숲해설 프로그램 중 에Morrell Nature Sanctuary . Introduction

해당하는 부분을 참관하기 위해 기다렸다 활동시간 시 분이 되자 어린이들. 9 30

이 학부모와 교사의 차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장소에 집합하였다.

참관 후 오후에는 해양성 온대 우림을 대표하는 곳 ‘ MacMillan Cathedral

탐방하였다Grove Provincial Park ’ . 밴쿠버 섬에 고목림 숲을 보려면 오지나밴쿠버 섬에 고목림 숲을 보려면 오지나밴쿠버 섬에 고목림 숲을 보려면 오지나밴쿠버 섬에 고목림 숲을 보려면 오지나

험지에 위치해 있어 하이킹 등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매우 불편험지에 위치해 있어 하이킹 등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매우 불편험지에 위치해 있어 하이킹 등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매우 불편험지에 위치해 있어 하이킹 등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매우 불편하다. Cathedral

는 도로 옆에 위치한 매우 희귀한 고목림 숲이다Grove Provincial Park .

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년 전 본격적인 산업적 벌채가 시작Douglas fir 100

되기 이전의 숲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이상의 나무들80m

을 많이 볼 수 있고 더욱 더 좋은,

것은 이 같은 거대한 나무들을 개

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드는 숲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년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1992

허리케인의 흔적도 볼 수 있다.

곳곳에 쓰러져서 뿌리를 드러낸 나무를 관찰하는 일과 산책로로 쓰러진 나무

를 옮겨내지 않고 가운데를 토막 내어 그대로 길로 쓰면서 나무가 자연 속에서

분해되어 가게 한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밴쿠버 박1

월 일월 일월 일월 일8) 10 18) 10 18) 10 18) 10 1

밴쿠버 방문 밴쿠버 서점 방문 밴쿠버 박Stanley Park 1▶ ▶

밴쿠버 를 방문했다Stanley Park .

그림그림그림그림 9999-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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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약도약도약도Stanley ParkStanley ParkStanley ParkStanley Park

밴쿠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며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스탠리 파크

(Stanley Park).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공원 가운데는 고목원시림을 볼 수 있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공원 가운데는 고목원시림을 볼 수 있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공원 가운데는 고목원시림을 볼 수 있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공원 가운데는 고목원시림을 볼 수 있

고 바닷가 지역에서는 조간대관찰이 가능고 바닷가 지역에서는 조간대관찰이 가능고 바닷가 지역에서는 조간대관찰이 가능고 바닷가 지역에서는 조간대관찰이 가능,,,, 하다 이곳 나무의 평균 수령은. 100∼

년 평균 높이는 이다 스탠리 파크의 역사와 내용은 연수 전에 준150 , 20 30m .∼

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연수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일보 년 월 기사 중 발췌동아일보 년 월 기사 중 발췌동아일보 년 월 기사 중 발췌동아일보 년 월 기사 중 발췌< , 2005 5 >< , 2005 5 >< , 2005 5 >< , 2005 5 >

스탠리 파크를 비롯해 밴쿠버 일대의 산과 숲을 지켜내는 것은 시민의 힘이다 작게는.

스탠리파크 보존 기금을 내는 것부터 크게는 적극적인 산림 법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캐나다는 나무만 팔아도 년을 먹고 살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나무의 보200

고다 밴쿠버가 속한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특히 더하다 이곳에선 세. .

계 침엽수 제재목의 가 세계 침엽수 제재목 수출량의 가 생산된다 또한 연간9% , 35% .

벌목 목재량은 만 로 한국의 연간 목재 사용량 만 를 배나 능가한다 그7000 , 2000 3 .㎥ ㎥

러나 천혜의 자연조건만 믿고 방심해온 이곳에도 년대 들어 비상이 걸렸다 벌목이1990 .

너무 과도하다는 반성이었고 대책 마련에 시민들이 적극 나섰다.

스탠리 파크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스탠리 파크 보존 운동이 두드러진다 년, . 1992

발족한 시민단체 스탠리파크 환경사회 가 대표적인 예‘ (Stanley Park Ecology Society)’ .

스탠리 파크의 환경을 보존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왜 나무를 지켜야하는지에 대해 교육하지만 단순히 나.

무나 산림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담당하는 로리 모리슨은 공원에서 야영하기 야생동물 견학 등을“ ,

통해 나무 숲 나아가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도시민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고 설명했다 산과 숲을 단순히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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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인간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체의 모토는 자연을 지킨다 가. ‘ ’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연결 시킨다 이다 이곳을 찾은 밴쿠버시민 버나비 린은 스탠리‘ ’ . “

파크 숲에 들어가면 내가 그대로 숲이 되는 것 같아 숲을 내 몸처럼 아껴야 한다는 생

각이 저절로 들게 된다 고 자랑했다 또한 어린이교육에 중점을 두는 등 전체적으로 장” .

기적인 산림 보호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스탠리 파크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기부.

문화도 주목할 만하다 스탠리 파크 곳곳의 벤치엔 리오넬 스파다 스탠리. ‘ (1944 1995),∼

파크를 위해기부하다 와 같은 식의 명패들이 붙어있다 스탠리파크의 나무와 숲을 위해’ .

기부금을 내놓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명패다 이것은 스탠리파크를 지켜내는 힘이 시민.

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작지만 중요한 예다, .

시민 단체의 움직임은 좀더 적극적이어서 최근엔 산림인증 제도를 도입하(Eco labeling)

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년대 중반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마구잡이. 1990

벌목에 반대하는 시위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시위만으로 이 문제가 쉽.

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바꾸었다 친환경적 임업회사가 벌목한 나무.

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산림인증을 부여해 적극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린피스 서부캐나다야생지보존회 등 시민단체와 산림 전문.

가들은 싹쓸이 방식의 벌목 금지 경사면에서의 벌목 금지 연어 산란 하천에서의 벌목, ,

금지 등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도 적극 나섰다 년 엄격한 규제가 담긴 산림작. 1995

업규정법을 제정해 싹쓸이 벌목 가능면적을 이전의 수천 에서 해안 내륙ha 40ha, 60ha

로 줄였다 벌목 회사들도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싹쓸이 벌목을 포기하거나 점점 줄.

여나가고 있다 캐나다 시민단체들의 산림 보존 노력이 하나둘 씩 열매를 맺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밴쿠버 시민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산과 숲이 과거에는 하늘이. .

내려준 것이었지만 이제는 시민 스스로가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수팀원들은 자유시간과 더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공원의 곳곳을 방문,

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탠리파크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방통행이고 구간 구간. ,

인라인과 자전거가 별도로 다녀야 하는 길 함께 다닐 수 있는 길 추월 방법에, ,

대한 안내가 되 있다 우리나라도 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이런 규칙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자전거나 인라인이 튀어나올지 늘

불안한 상황인데 이 곳의 전용도로는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고 모두가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무척 안전하다 공원탐방을 마친 뒤 숙소 도착 평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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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월 일월 일월 일9) 10 29) 10 29) 10 29) 10 2

견학 에 위치한 연어부화장 전시관Museum of Anthropology Capilano▶ ․
견학 밴쿠버 박1▶

마지막 날은 연수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선택하여 방문하기로 했다. 숲해설이나 자연교육이 문화 역사와 별개의숲해설이나 자연교육이 문화 역사와 별개의숲해설이나 자연교육이 문화 역사와 별개의숲해설이나 자연교육이 문화 역사와 별개의

것이 아니듯것이 아니듯것이 아니듯것이 아니듯이 오늘의 일정은 이번 연수의 내용을 좀 더 풍요롭게 가져갈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전에는 인류학 박물관 을 방문했다Museum of Anthropology ( ) . UBC

대학박물관이며 이 대학은(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Pacific Spirit

공원 안에 있다 공원 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Regional Park . Wreck Beach

가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통행할 수 있는 트레일과 숲을 공부할 수,

있는 트레일이 있다 연수팀원은 그 중 숲과 해안이 연결되는 트레일을 탐방하.

고 인류학 박물관을 견학했다, .

인류학 박물관을 들어서자 중앙 홀

에서는 원주민 민속음악이 들리고 그,

음악에 맞춰 민속춤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일종의 박물관 사회.

교육 프로그램인데 원주민 음악 무, ,

용을 배우는 사람들이 공연을 준비하

고 있었다 다양한 원주민 관련 전시.

물을 감상한 후 오전 활동을 마무리

했다 오후에는 에 위치한 연. Capilano

어부화장전시관을 방문했다 계획은.․
이었는데 이와Capilano Suspension ,

유사한 장소를 에서 체Lynn canyon

험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연어부화,

장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연어의 나라.

인 캐나다 일본 두 나라가 합작하여-

세운 전시관이다 전시관 관람 후 숙.

소에 들어와서 짐정리를 하고 현지,

연수 평가회를 했다 밴쿠버 박. 1

그림그림그림그림 10101010 전통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전통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전통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전통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1111 연어의 회귀 모습을 모형 전시연어의 회귀 모습을 모형 전시연어의 회귀 모습을 모형 전시연어의 회귀 모습을 모형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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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ⅣⅣⅣⅣ

캐나다의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캐나다의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캐나다의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캐나다의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 ”“ ”“ ” 을 중심으로을 중심으로을 중심으로을 중심으로

희망의 숲희망의 숲희망의 숲희망의 숲CanadaCanadaCanadaCanada

1. Lynn Canyon Ecological Centre1. Lynn Canyon Ecological Centre1. Lynn Canyon Ecological Centre1. Lynn Canyon Ecological Centre

숲해설 교육 프로그램 운용 방법과 프로그램 참가 연수- -

소개소개소개소개1) Rynn Canyon Park1) Rynn Canyon Park1) Rynn Canyon Park1) Rynn Canyon Park

주소 : Lynn Canyon Park, 3663 Park Road. North Vancouver, B.C. V7J☞

3G3.

604-981-3103☎

시모어 산과 그라우스 마운틴 사

이에 위치한 린캐년 공원은 아름

다운 숲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하.

이킹 장소로 인기가 높은데 일부,

코스는 폭포를 지나 절벽으로 이

어지는 등 가파르고 험하다 하지.

만 대부분의 하이킹 트레일은 더

글라스 전나무와 붉은 삼나무가

자라는 기복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지형이다.

만약 숲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다면 흑곰이나 퓨마 검은 꼬리사슴 등을 볼 수,

도 있지만 일반적인 트레일에서는 관찰하기가 어렵다 계곡을 연결하는 높, . 70m

이의 다리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잠시 숨을 멎게 한다 근처의 생태학 센터에는.

이 지역 생태계에 대한 흥미로운 전시와 자연사에 관한 필름을 보여준다.

와 는 공식적으로 년 월 문을 열Rynn Canyon Park Suspension Bridge 1912 9

었다 형제 이 지역 토지 소유자 가 의 땅을 기부했. McTavish ( ) Lynn Creek 5ha

고 북밴쿠버 지역구에서 를 더해 공원은 에 이르는 규모가 되었다 린캐, 4ha 9ha .

그림그림그림그림 12121212 입구입구입구입구-Ecology Centre-Ecology Centre-Ecology Centre-Ecology Centre



그림그림그림그림 14141414 둥지 만들기 책자둥지 만들기 책자둥지 만들기 책자둥지 만들기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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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공원 초기의 사진 속에서도 에코센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년에 북밴쿠. 1991

버 지역구가 의 땅을 더 포함시켜 면적은 에 이르게 되었고 린캐년241ha 250ha ,

공원은 밴쿠버에서 가장 크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 중에 하나가 되었다, .

린캐년에는 아름다운 온대우림을 즐기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 계.

곡으로부터 높이에 만들어진 를 건너면서 숲의 웅장한50m Suspension Bridge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리를 건너면 작은 습지지대를 관찰 할 수 있는 지역이 나.

온다.

전시관 구성전시관 구성전시관 구성전시관 구성2) Ecology Centre2) Ecology Centre2) Ecology Centre2) Ecology Centre

식물 동물 인간Pants / Animal /

극장 휴식공간Human / Theater /

인형극 장소 이렇게 다섯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 각 전시관마다 전시내용,

의 이해를 돕거나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야생조류 둥지 만들기■

설계도-

언제 어디에 설치해 주면 좋을까- ?

사후관리요령-

새가 살고 있을 때는 수리나 청소를 하지

마세요.

새의 배설물 먹다 남은 벌레등을 청소할 때,

약품을 쓰지 마세요 만약 청소가 필요하다

면 따듯한 물로 닦아내 주세요 등

그림그림그림그림 13131313 휴식공간이자 인형극장소휴식공간이자 인형극장소휴식공간이자 인형극장소휴식공간이자 인형극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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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 가이드■

만화책처럼 구성 물 낭비맨 이라는 주인공- -

이 등장해서 물을 낭비하는 사람들

우리 몸의 가 물 전기-Did you know? 70% ,

도 만들고 모든 음식에도 들어있단다,

양치할 때 물 틀어놓고 빨래는 생길 때 마- ,

다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을 낭비하는 거란다

물의 순환-The water cycle

소개 및 가을 학기 프로그램소개 및 가을 학기 프로그램소개 및 가을 학기 프로그램소개 및 가을 학기 프로그램3) Ecology Centre3) Ecology Centre3) Ecology Centre3) Ecology Centre

초 유아포함 중고등 안내문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

초 유아포함 중고등 안내문 공통사항초 유아포함 중고등 안내문 공통사항초 유아포함 중고등 안내문 공통사항초 유아포함 중고등 안내문 공통사항- ,- ,- ,- ,①①①①

●●●● Ecology CentreEcology CentreEcology CentreEcology Centre

는 새로운 형식의 자연사박물관이다 모든 전Ecology Centre .

시물은 체험과 상호작용의 효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우리 센.

터에서는 해안온대우림의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 그리고 지역

과 세계의 환경관계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극장에서.

자연사비디오를 보거나 또는 어린이 전용 극장에서 인형놀이,

공연을 해 보길 바란다.

●●●● School ProgramsSchool ProgramsSchool ProgramsSchool Programs

센터의 학교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린캐년 공원의 온대우‘

림을 새롭게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

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체험활동들과 숲을 걸으.

며 자연에 대해 안내 해 주는 활동들로 구성 되 있다 단 센. ,

터에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면 꼭 사전에 예약

해야 한다.

●●●● Program FeesProgram FeesProgram FeesProgram Fees
프로그램 당 한 학교에 프로그램은 개까지 가능 한$80.00 2 .

프로그램에 인원은 초등생 명 유치원생 명까지 가능32 , 22 .

그림그림그림그림 15151515 물 절약만화물 절약만화물 절약만화물 절약만화----



- 20 -

●●●● 중등은중등은중등은중등은
한 반에 최대 명 세 이상의 학생은 가산$95.00 30 (15 GST )

여러 반 최대 명 세 이상의 학생은 가산$140.00 45 (15 GST )

●●●● RegistrationRegistrationRegistrationRegistration

가을 학기 개관 월 일 오전 시부터 시작9 14 10

화 금요일 오전 시 오후 시 사이에 전화 상담 가능~ 10 ~ 1

(604-981-3103)

프로그램은 월 일에 시작해서 월 일까지 운영9 27 12 2

예약문의를 하실 때는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이름 날짜 학교, ,

주소 우편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미리 준비, .

●●●● CancellationCancellationCancellationCancellation

변경사항이 있을 시 최소 주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락2 .

없이 방문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다음해 예약에 제한을 둠. (*

일종의 패널티개념)

●●●● Be PreparedBe PreparedBe PreparedBe Prepared

모든 프로그램들은 야외 활동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산

책을 함께 하고 있으며 비가 오거나 맑거나 날씨에 상관없이, ( )

진행된다 지역안의 견학코스는 매우 넓고 많은 계단들이 있. ,

고 축축하거나 진흙길인 곳도 있다 보호자나 학생들은 늘 이, .

점을 기억하시고 유의 그리고 활동에 적당한 옷과 신발을 준.

비.

●●●● ReminderReminderReminderReminder

학부모나 보호자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견학코스에서,

는 관리자가 되어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흡연.

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자제해 주어야 한다.

●●●● Park FacilitiesPark FacilitiesPark FacilitiesPark Facilities

공원 편의시설공원 편의시설공원 편의시설공원 편의시설

활동 이 후에 공원에서 점심식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정된

피크닉 장소의 테이블을 이용 가능 하다 공중화장실과 카페.

는 가까운 곳에 있슴

●●●● 중등별도 안내사항중등별도 안내사항중등별도 안내사항중등별도 안내사항

우리기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현장학습내용에,

대해 좀 더 많은 이해를 얻고자 한다면 전화 상담을 하길 바

란다 그러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진행자와 방문.

교사와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고 교사사전교육을 통해 학생,

들이 현장학습을 더욱 의미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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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유아 프로그램 소개초 유아 프로그램 소개초 유아 프로그램 소개초 유아 프로그램 소개----②②②②

●●●● Eye-SpyEye-SpyEye-SpyEye-Spy

유치원생과 초유치원생과 초유치원생과 초유치원생과 초( 1,2)/( 1,2)/( 1,2)/( 1,2)/

초초초초Eco-Quest ( 3~7)Eco-Quest ( 3~7)Eco-Quest ( 3~7)Eco-Quest ( 3~7)

재미있는 셀프 가이드 스스로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에코센( )

터의 전시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주요한

학습방법이다 나 놀이에 참여하는데 약. Eye-Spy Eco-Quest

분 정소의 시간이 소요된다30 .

●●●● Great Slug HuntGreat Slug HuntGreat Slug HuntGreat Slug Hunt

유치원생과 초 오전유치원생과 초 오전유치원생과 초 오전유치원생과 초 오전( 1 /( 1 /( 1 /( 1 /

시 시시 시시 시시 시10 ~ 12 )10 ~ 12 )10 ~ 12 )10 ~ 12 )

린캐년 공원에 방문하면 만날 수 있는 가장 날씬한 동물은?

바로 바나나슬러그 이 생물과 만나는 것은 대단한 체험의 기!

회이다 실내교육에 더해 우리는 야외에서의 짧은 산책을 통. ,

해 바나나 슬러그가 살고 있는 숲속의 집 그리고 바나나 슬러

그의 이웃에 함께 사는 친구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바나나슬러그는 민달팽이의 일종으로 바나나 모. (*

양과 무늬를 갖고 있음)

●●●● 오감 체험오감 체험오감 체험오감 체험

초초초초( 1~2 /( 1~2 /( 1~2 /( 1~2 /

오전 시 시오전 시 시오전 시 시오전 시 시10 ~ 12 )10 ~ 12 )10 ~ 12 )10 ~ 12 )

에코센터에서 사전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만Sensosaurs (

든 상상의 동물 인형극주인공 과 만나고 자연에서 경험할 수, ) ,

있는 새로운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린캐년공원의 숲 속.

을 지나며 산책하기 그리고 흥미진진한 감각놀이체험은 놀이

와 배움이 하나 되는 교육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Once Upon aOnce Upon aOnce Upon aOnce Upon a

TreeTreeTreeTree

초초초초( 2~3 /( 2~3 /( 2~3 /( 2~3 /

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10-12 )10-12 )10-12 )10-12 )

공원 깊은 곳에는 동물들에게 서식처이자 훌륭한 먹이이자,

좋은 식수를 제공해 주는 거대한 식물들이 살고 있다 그 식.

물들은 바로 나무들이다 식물들의 신비로운 모습 그들이 주. ,

변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배우

는 시간이 될 것이다.

●●●● MaplewoodMaplewoodMaplewoodMaplewood

SanctuarySanctuarySanctuarySanctuary

유치원 초유치원 초유치원 초유치원 초( ~ 7,( ~ 7,( ~ 7,( ~ 7,

목요일만 가능목요일만 가능목요일만 가능목요일만 가능,,,,

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10 ~12)10 ~12)10 ~12)10 ~12)

쌍안경을 지참하고 내셔널리스트와 동행하여 북해안가의 조간

대갯벌을 방문한다 학생들은 서식지보전구역의 중요성에 대.

해 배우고 그 지역 생물들의 야생생활을 관찰할 것이다.

는 북해안가의 조간대보호구역 이름(*Maplewood Sanctuary )

●●●● RainforestRainforestRainforestRainforest

EcologyEcologyEcologyEcology

초초초초( 4~7,( 4~7,( 4~7,( 4~7,

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10 ~12 30 )10 ~12 30 )10 ~12 30 )10 ~12 30 )

숲의 소개와 식물 동정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림에

대해 탐사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린캐년 공원을 답사하면서.

숲의 다양성을 측정하고 우림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활동은 현장탐사 조사 의 기초를 배우 수 있는 특별한 체( )

험학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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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am EcologyStream EcologyStream EcologyStream Ecology

초초초초( 4~7,( 4~7,( 4~7,( 4~7,

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10 ~12 30 )10 ~12 30 )10 ~12 30 )10 ~12 30 )

린캐년 공원의 차가운 시냇물 아래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

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서무척추동물 동정하기 그리고 간단한. ,

화학검사로 하천수질측정활동을 하게 된다.

●●●● BC BiodiversityBC BiodiversityBC BiodiversityBC Biodiversity

초초초초( 4~7,( 4~7,( 4~7,( 4~7,

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오전 시 시 분10 ~12 30 )10 ~12 30 )10 ~12 30 )10 ~12 30 )

주는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서식지가 풍요로운 지역이다BC .

이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재미있는 소개활동 그리고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활동들이나 산책을 통해 다양

성의 개념을 탐구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6161616 초 중등 안내문표지초 중등 안내문표지초 중등 안내문표지초 중등 안내문표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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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생 프로그램 소개중등생 프로그램 소개중등생 프로그램 소개중등생 프로그램 소개③③③③

●●●● RainforestRainforestRainforestRainforest

Biodiversity StudyBiodiversity StudyBiodiversity StudyBiodiversity Study

우림생물다양성학습우림생물다양성학습우림생물다양성학습우림생물다양성학습

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 10( 10( 10( 10

오후 시 분오후 시 분오후 시 분오후 시 분- 1 30 :- 1 30 :- 1 30 :- 1 30 :

점심시간 분점심시간 분점심시간 분점심시간 분30 )30 )30 )30 )

해안온대우림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지역이며 특이한 생태

계를 갖고 있다 이 활동은 숲 속에 지역별로 임의 구역을 나.

눠서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안온대우림 자생식물을 관찰하

고 식물다양성을 조사해 보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학생들은, .

그 구역에서 찾아낸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분석하는데 참여하

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장소는 작은 부분, (

이지만 생태계의 복잡한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

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 InvestigatingInvestigatingInvestigatingInvestigating

Stream LifeStream LifeStream LifeStream Life

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 10( 10( 10( 10

오후 시 분오후 시 분오후 시 분오후 시 분- 1 30- 1 30- 1 30- 1 30

점심시간 분점심시간 분점심시간 분점심시간 분: 30 ): 30 ): 30 ): 30 )

수질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물속에서 서식하.

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학생들은 무척추동물.

표본조사와 간단한 화학검사를 통해 린캐년공원 안에 있는 두

개 지류의 수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이.

찾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수질측정지표를 도출해낼 수 있다.

지역 하천탐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건강한 수생생태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중요성’

을 알게 될 것이다.

●●●● Canyon QuestCanyon QuestCanyon QuestCanyon Quest

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오전 시( 10( 10( 10( 10

오후 시오후 시오후 시오후 시- 1 )- 1 )- 1 )- 1 )

린캐년공원에서는 강력한 작용에 의해 형성되어진 계곡의 독

특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협곡의 형성.

과정 흐르는 물이 어떻게 지형변화를 가져왔는지에 관련된,

지질학 지형학에 대해서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배,

울 수 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들이 앞으로 교.

과과정에서 지형학에 대해 배울 때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활동의 목표이다.

●●●● MaplewoodMaplewoodMaplewoodMaplewood

SanctuarySanctuarySanctuarySanctuary

목요일만 가능목요일만 가능목요일만 가능목요일만 가능( ,( ,( ,( ,

오전 시 시 시간오전 시 시 시간오전 시 시 시간오전 시 시 시간10 ~12 , 2 )10 ~12 , 2 )10 ~12 , 2 )10 ~12 , 2 )

초등과정과 같은 지역초등과정과 같은 지역초등과정과 같은 지역초등과정과 같은 지역

내용내용내용내용

초등이 북해안가의 조간대 갯벌의 생태계와 서식지보전에※

대해 접근한다면 중등의 과정은 그 조간대를 보전지역으로 정

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개발.

지역과 보전지역의 기로에서 보전지역으로 남게 된 사건 환,

경의식 시민사회봉사단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중 등생 안내문에는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봉사의 역할과 지원방법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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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관프로그램 참관프로그램 참관프로그램 참관4) - Five sense4) - Five sense4) - Five sense4) - Five sense

대상 인근의 유치원생 명: 30①

해설가 인: 2②

도입③

전체 실내 모임-

오늘의 놀이 소개 상상속의 인형 주인- (

공이 등장하여 설명함)

팀으로 나눠 야외로 이동 각각의 다른-2 .

산책로에서 같은 주제로 활동함

야외활동에서의 주의사항-

진행④

죽은 나무 앞에서 죽은 나무의 역할은 곤충의 먹이 큰 동물의 집으로 쓰임- : ,

박쥐의 감각 용수철로 초음파를 설명함 박쥐와 벌레 놀이 진행박쥐의 감각 용수철로 초음파를 설명함 박쥐와 벌레 놀이 진행박쥐의 감각 용수철로 초음파를 설명함 박쥐와 벌레 놀이 진행박쥐의 감각 용수철로 초음파를 설명함 박쥐와 벌레 놀이 진행- : .- : .- : .- : .

원을 만들어 교사가 박쥐의 첫 글자에 해당하는 스펠링 를 보여주며 어떤 동물인지 알p1. "B"

아맞히게 한다.

어린이들이 라고 이름을 얘기하면 박쥐 그림을 보여주며 박쥐의 생태적 특성을 이p2. "BAT"

야기해준다.

큰 스프링으로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초음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하고 한 어린이를p3. ,

향해 스프링을 뻗으며 이름을 묻고 대답하면 오므린다.

직접 박쥐 나방놀이를 하기 위해 박쥐p4. /  

가면과 나방의 더듬이 모양 머리띠를 가지고

교사가 박쥐 역할 아이 명을 지적해 나방,  4~5

역할을 맡기고 박쥐가 박쥐 하고 소리치면, " ~!"

나방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나방 하고 소" ~!"

리쳐서 나방의 위치를 박쥐가 초음파로 인지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놀이에 들어간다.

나머지 아이들은 나무가 되어 놀이 공간을 만들

어준다.

나방이 박쥐에게 잡히면 나무가 되고 다 잡p5. ,

히면 다른 아이들에게 나방역할을 골고루 맡겨 나방이 다 되어보게 한 뒤 박쥐가 어떻게 먹이

사냥을 하는 지 아이들의 느낌이 어땠는지 얘기해보고 놀이를 마친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18181818 박쥐와 벌레놀이박쥐와 벌레놀이박쥐와 벌레놀이박쥐와 벌레놀이----

그림그림그림그림 17171717 실내프로그램실내프로그램실내프로그램실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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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의 향기 맡기-

지네 발 놀이 지네의 발 촉각 이 하는- : ( )

역할

나뭇잎 칵테일 만들기 후각 놀이- :

마무리⑤

프로그램의 목적을 되짚고 소감나누기- ,

후 인사

해설 프로그램에 참관 한 후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 ;

5) Interview5) Interview5) Interview5) Interview

이곳의이곳의이곳의이곳의Q:Q:Q:Q: 프로그램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유치원에서유치원에서유치원에서유치원에서A:A:A:A: 고교생까지 다양하다 오늘 참관한 수업은 오감체험 활동 이었. ‘ ’

는데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들이었다 개 반을 둘로 나눠서 진행했다 여기는, . 1 .

주로 밴쿠버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 밴쿠버는 공원이 많지만 도시이. ( )

기 때문에 학생들의 숲에서의 체험들이 전혀 없다 초등생은 놀이와 체험위주로.

진행되지만 중고생은 하천 숲 지형 지질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학적 교육내용, , , ,

들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지오매트로콜로지지오매트로콜로지지오매트로콜로지지오매트로콜로지Geo-metro-cologyGeo-metro-cologyGeo-metro-cologyGeo-metro-cology 자(

연 지구 생태를 포괄 라는 학문으로 대표된다+ + ) .

교육의교육의교육의교육의Q:Q:Q:Q: 특이성은?

학생들이학생들이학생들이학생들이A:A:A:A: 참여하게 되는 자연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프.

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고 새로 접하게 되는 자연교육상의 생태적 용어 협조사, ,

항 등도 함께 전달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사전 학습하는 것을 도와

야 하지만 현장에서의 흥미와, 집중도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미리 해

보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당일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어린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학교교사나 학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설가는 해설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요일 같은 경우는 생일파티도 숲해설과 더불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9191919 지네의 촉각체험지네의 촉각체험지네의 촉각체험지네의 촉각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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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교육을교육을교육을Q:Q:Q:Q: 위한 적정인원

과 시간은?

가장 이상적인가장 이상적인가장 이상적인가장 이상적인A:A:A:A: 것은 11

명 정도이다 그러나 보통 유.

아 명 초등학생은 명15 / 20

중고생은 명씩 진행한다/ 45 .

유아와 초등은 시간 활동2

중고생은 시에서 시까지10 1

약 시간정도의 활동으로 진3

행된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

기 했듯이 모든 활동은 실내

교육이 우선한다.

활동가활동가활동가활동가Q:Q:Q:Q: 는 어떻게 되는지?

센터에는센터에는센터에는센터에는A:A:A:A: 명의 활동가가 있는데 명은 여년가의 자원봉사자이며 명은3 2 20 , 1

년 정도 된 정식 직원이다 에코센터를 디스플레이한 디스플레이어이기도 하15 .

다 여름에는 교사가 명 정도 어린이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parttime 2~3 /

추가로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의의의의Q: LynnQ: LynnQ: LynnQ: Lynn 활동가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양성되는가?

우리 센터에는우리 센터에는우리 센터에는우리 센터에는A:A:A:A: 해설가를 위한 특별한 교육시스템이 없다 다들 다른 직업들.

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있었거나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해설( )

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메뉴얼이 정리 돼 있다. .

기타기타기타기타6)6)6)6)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자료 메뉴얼 를 부탁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자료 메뉴얼 를 부탁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자료 메뉴얼 를 부탁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자료 메뉴얼 를 부탁( )( )( )( )①①①① 했으나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

로 나름대로의 노하우여서 공개하기를 어려워했다 그러나 오늘 참관했던 오감. ‘

체험 놀이 에 대한 교사 사전교육 안내문은 받을 수 있었다 교사 안내서로 비추’ .

어 볼 때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하에서 메뉴얼이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다.

센타와 공원은 북밴쿠버 지역구에서 경영센타와 공원은 북밴쿠버 지역구에서 경영센타와 공원은 북밴쿠버 지역구에서 경영센타와 공원은 북밴쿠버 지역구에서 경영②②②② 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 참,

가비는 후원기금의 성격에 가깝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0202020 센터담당자와의 인터뷰센터담당자와의 인터뷰센터담당자와의 인터뷰센터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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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7)7)7)7)

교사를 위한 가이드 북교사를 위한 가이드 북교사를 위한 가이드 북교사를 위한 가이드 북①①①① "Pre -trip / Five Senses""Pre -trip / Five Senses""Pre -trip / Five Senses""Pre -trip / Five Senses"

● Aim

온대우림지역의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그들의 초감각- ‘

을 사용하는 방법 을 배우는 것이다’ .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Trip -Activities

실내활동 분- 30

오감체험 활동에 대한 소개-

에코센터에서 사전 교육활동을 위해 특- Sensosaurs (

별히 만든 상상의 동물 인형극주인공 와의 만남을 통해, )

오감에 대해 배워보기

● 야외활동과 산sensory

책

온대우림 탐험과 관찰을 위해 모든 감각들을 사용해-

보기

활동의 하나로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그들의 감각을- ‘

어떻게 이용하는지 체험해보기’

Pre-trip and●

Post-trip Worksheets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활동에 대한 관심과- ‘

흥미 동기를 유발 시키는데 쓰이길 바라고’

주요 활동인 박쥐와 곤충 놀이는 사전에 해보지 말- ‘ ’

기를 당부 흥미 저하( )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는 센터-

로 언제든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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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abulary Word

List

자연체험교육을 진행할 때 쓰이는 용어들 생태용어 또( ,

는 전문용어 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오길 바라며 작성한)

리스트 오감 놀이에서 쓰이는 전문용어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그 옆에 용어에 대한 해설을 초등생 학년(2-3 )

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먹이사슬 서식지 생태계 온대우림 구과식물 침엽수, , , , ( ),

활엽수 낙엽수 귓바퀴 망막 섬모 미세털 점액 감각돌( ), , , ( ), ,

기 신경 야행성동물 보호색이나 위장행동 등, , , ..

● 동물의 감각기관은 어

떤 게 있고 어떤 역할을

할까?

생쥐수염 촉각-

파리다리 미각-

나방더듬이 후각-

곤충겹눈 시간 귀뚜라미다리관절 청각- / -

● 체험활동 후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과 박쥐와 곤충 놀이 다시 해보고자 할‘ ’

때 교사가 그 활동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박쥐 곤충 더듬이 왕관 그림본을 함께, ,

첨부하여 보내준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2222 교사사전교육자료교사사전교육자료교사사전교육자료교사사전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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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② 셀프가이드 프로그램셀프가이드 프로그램셀프가이드 프로그램셀프가이드 프로그램----

전Eco-Quest - Ecology Centre

시물을 보고 퍼즐을 풀어가는 형식이

며 퍼즐의 주요단어를 연결하면 제일,

마지막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다.

맞춘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선물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1212121 -self guied-self guied-self guied-self gu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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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ldwood2. Wildwood2. Wildwood2. Wildwood

해설체험 및 지속가능한 숲의 생태와 철학 관리방법 연수- , -

주소 현재: Wildwood, 2929 Crance Road, Ladysmith/ TLC(The Land☞

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밴쿠버 아Conservancy)

일랜드에 있는 지부로 연락해야 함TLC .

250 -245 -5540☎

그림림림림 23232323 해설자원활동가와의 인터뷰해설자원활동가와의 인터뷰해설자원활동가와의 인터뷰해설자원활동가와의 인터뷰- Wildwood- Wildwood- Wildwood- Wildwood

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숲해설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아니다 이에 따라Wildwood .※

연수 보고 내용은 다른 자료 가감 없이 연수팀원의 참관내용을 기록 정리하였고 설명은, ,

의 해설 내용과 인터뷰를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J .

안내자 의 소개 인터뷰안내자 의 소개 인터뷰안내자 의 소개 인터뷰안내자 의 소개 인터뷰1) J Wildwood ( )1) J Wildwood ( )1) J Wildwood ( )1) J Wildwood ( )

와 연수팀원의 인사가 있었고 간단하게 방문목적과 연수팀원소개가 있었다J , .

비가 와서 오늘 우리를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에 는 나는 비오는J “

날을 좋아한다 비가 그치고 난 후 숲속에서 솟아오르는 버섯의 무리를 바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비오는 날이니 안내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라 웃음 라고 대답했다( )” .

는 에 의해 관리됐다 그는 캐나다에 살면서 캐J : Wildwood Merve Wilkinson .

나다의 숲 경영방식이 그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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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의 스승 닥터 무빙은 스칸디나비아 출신이고 스승으로부터 목재생산과.

경영의 분야에 대해 배웠다 닥터무빙이 숲을 경영하는 철학은 숲의 볼륨을 유. ‘

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은행에 일정 정도의 원금을 예치하면 이자라는 이익’ ,

이 발생하는 것처럼 숲을 경영할 때도 마구잡이 벌채가 아닌 볼륨을 유지하던( )

숲에 이자처럼 생기는 양만큼의 목재만 이용 일부는 썩어서 토양의 영양분으로( ,

일부는 다시 예치 일부는 벌채로 이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인, ) .

스칸디나비아의 숲경영방식이라고 한다 자연보존을 위해 그는 약 여년간 그. 60

런 친환경적인 경역방식으로 숲을 꾸려왔다.

년대 이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연을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숲을 이용한1970

경제활동은 마이너스 경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숲 이용가치만을 따지. ‘ = ’

는 그간의 경제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숲 생태학의 큰 틀 안에서 접근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오늘은 와일드 우드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

2)2)2)2) 숲의 생태 해설 참관숲의 생태 해설 참관숲의 생태 해설 참관숲의 생태 해설 참관WildwoodWildwoodWildwoodWildwood

초가집개미 집을 짓는 개미초가집개미 집을 짓는 개미초가집개미 집을 짓는 개미초가집개미 집을 짓는 개미point 1. “ ” -point 1. “ ” -point 1. “ ” -point 1. “ ” -①①①①

우리는 나무 아래 풀밭에서 폭

이 약 정도 되는 트레일을3cm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길은 나무.

와 나무로 연결 되 있고 한 두개,

가 아니었으며 어느 한 지점으로

부터 뻗어나가는 형태였다.

마치 스파이더 맨의 손에서 그(

물이 뻗어나가듯 그 트레일에는)

개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

는데 이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기,

때문에 길이 형성된 것임을 금

새 알 수 있었다.

그 개미들은 캐나다 붉은머리개미 라고 불리는데 루트를 만들어 목적지인 나( : ) ,

무로 가고 그 나무에서 나무의 수액이나 벌레를 먹는다 그 뒤에 그 곳에서 생긴.

톱밥들을 가져와 쌓는데 그 곳이 바로 개미들의 서식처이다 그 서식지의 무덤, . (

형태 높이가 를 훌쩍 넘는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라는 나무에서 먹이를) 50cm . A

구했으면 내년에는 그리고 후년에는 의 나무로 먹이나무를 옮겨간다는 것, B, C

그림그림그림그림 25252525 초가집개미의 집 관찰 중초가집개미의 집 관찰 중초가집개미의 집 관찰 중초가집개미의 집 관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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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렇게 해서 나무로 가던 루트는 사용하지 않아 흙빛이 선명했던 길이, A

다시 풀빛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개미집은 여왕개미의 통제 하에 있고 여왕개미는 월쯤 되면 알에서 부화가, 6

된다 흔히 새로운 여왕개미의 탄생은 또 다른 무리의 형성과 새로운 집을 짓는.

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종의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한다.

목수개미목수개미목수개미목수개미point 2. “ ”point 2. “ ”point 2. “ ”point 2. “ ”②②②②

붉은머리개미 외에 라는 개미도 살고 있다 이 개미는 주로 나Carpenter Ant .

무에 있는 곤충의 알을 먹는 종이다 나무를 갈아먹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개. ( ).

미는 딱따구리 와일드 우드에는 약 종류의 딱따구리가 산다 훌륭한 먹잇감이 된( 5 )

다.

이제 가 그 동안 관리해 왔고 지금은J: Merve Wilkinson , TLC (The Land

토지보존단체 에서 관리하는 숲으로 안내하겠다of Conservancy ) .

각자의 역할각자의 역할각자의 역할각자의 역할point 3. “ ”point 3. “ ”point 3. “ ”point 3. “ ”③③③③

와일드 우드 숲 안쪽에서는 숲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하는 경영철학에 대해서‘ ’

그리고 같은 수종이더라도 숲에서 각각의 나무가 같은 개별적인 역할이나 기, ( )

능이 있다면 설명하겠다.

경제 가치로는 베어야하는 나무이지만 그 나무가 가진 개별적인 가치가 있다

면 이곳에서는 베지 않는다 멀리 보이는 나무는 지난 겨울 폭설로 나뭇가지가.

깊이로 찢어져서 그 부분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찢어진 부분이 연해서1m .

인지 새들이 집을 짓고 특히 워스피라는 참새종류가 집을 짓는다 그 부분에 또( ),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찢어진 나뭇가지아래는 그 기울어진 가.

지를 지탱하기 위해 나무수피가 두껍게 변하고 있다 그러자 그 두꺼운 부분은.

또 다시 개미나 벌레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상처 입은 나무가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나 그 곳에서는 그 조건을 이용하는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그 외에도 버려진 굵은 가지들이 군데 군데 많이 보인다 예전 같으면. .

목재로 못쓰니까 모두 다 주워서 땔감으로 사용했을 텐데 지금은 그 가지들이,

썩어서 토양으로 돌아갔을 때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 알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냥

내버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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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나무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나무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나무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나무point 4. “ ”point 4. “ ”point 4. “ ”point 4. “ ”④④④④

그림그림그림그림 26262626 해설을 듣고 있는 연수팀원해설을 듣고 있는 연수팀원해설을 듣고 있는 연수팀원해설을 듣고 있는 연수팀원----

벌채되어진 나무 그루터기 잘라낸 면이 평평해야 하는데 신기하게 식빵처럼.

부풀어 올라있다 아마도 땅속 깊이 옆 나무의 나무뿌리와 벌채된 나무뿌리가 연.

결되어 있고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다시 자라나는 게 아닌가 하고 생,

각하고 있다.

나무가 죽었으면 그루터기 부분에 버섯이 살았을텐데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

생장의 증거인 생장선들이 표시되어지는 걸 보면 이 나무가 살아서 다시 자라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옆 지역에 보면 픽픽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 같은 경우는,

서로 옆나무와 뿌리가 연결 되어 있지 않아 자기 몸을 지탱하기 힘들 때 쓰러졌

다는 걸 알 수 있다 대신 이렇게 되면 나무가 쓰러진 자리의 하늘에 구멍이 생.

겨서 볕이 들고 그 볕이 드는 자리에 새로운 식물이 자라게 된다 이런 숲에서, .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시각적 풍경을 현대 조경에 응용하기도 한다 죽어가는 나.

무를 식별해서 그냥 둘 것인지 목재로 쓸 것인지 판단하는 일 살아있더라도 그,

나무가 있는 위치나 크기가 주변 나무의 생장조건에 스트레스요인이 된다면 잘

라내야 하는 일등 은 넓은 시각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운영되는 와일드우드의 중

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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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나무라고 다 같은 메이플은 아니지메이플나무라고 다 같은 메이플은 아니지메이플나무라고 다 같은 메이플은 아니지메이플나무라고 다 같은 메이플은 아니지point 5. “ ”point 5. “ ”point 5. “ ”point 5. “ ”⑤⑤⑤⑤

캐나다를 상징하는 메이플 설탕단풍나무 는 주로 캐나다 동부지역에서 자란다( ) .

그 동부의 메이플 수액이 당도가 높아 시럽을 만드는데 쓰인다 와일드우드에도.

메이플이 있지만 동부와는 다르게 당도가 적어 시럽을 만들기가 어렵다 대신, .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이끼들이 그 성분을 영양분으로 하며 살고 있다.

자연 은자연 은자연 은자연 은point 1. ( )point 1. ( )point 1. ( )point 1. ( )自然自然自然自然⑥⑥⑥⑥

스스로 그러한 것스스로 그러한 것스스로 그러한 것스스로 그러한 것‘ (?)’‘ (?)’‘ (?)’‘ (?)’

이곳은 해안온대우림에 속

한다 숲속에 온도와 습도가.

높고 이끼가 많이 자란다 수.

염처럼 길게 늘어진 이끼를

만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다.

태풍은 숲을 지나가며 이끼를 땅으로 떨어뜨려주고 겨울에 사슴들이 그 이끼,

를 주어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태풍은 숲을 지나가며 큰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

그 쓰러진 공간 사이에는 습기가 머물게 해주며 또 작은 동물들이 숨어 쉴 수,

있도록 해준다.

버섯질병의 하나 이 나무에 생기면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데 와일드Wartdung( )

우드 경영초기에는 질병이 퍼지는 것을 고려해서 질병인자에 대표적으로 노출된,

나무들은 잘라버리는 방법 외에 다른 관리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cedar

시다( )나무가 버섯질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 시. (

다를 이 숲에 심을 때만 해도 그런 역할은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목재가치가 떨,

어져서 도입을 망설였다고 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7272727 이끼로 수염을 만들어 보는이끼로 수염을 만들어 보는이끼로 수염을 만들어 보는이끼로 수염을 만들어 보는- J- 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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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InterviewInterviewInterviewInterview

이 곳은이 곳은이 곳은이 곳은Q:Q:Q:Q: 일반 사람의 개별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인가?

사유지이고사유지이고사유지이고사유지이고A: no,A: no,A: no,A: no,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안내자 없이는 절대 들여보내지 않는

다 여가를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곳은 추천해 준다. .

와와와와Q: TLCQ: TLCQ: TLCQ: TLC 의 관계는WildWood ?

그간 적절한그간 적절한그간 적절한그간 적절한A:A:A:A: 장기 보호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와일드우드의 미래는 불확실

하다 와일드 우드의 소유인 은 지금 매우 나이가 든 노인이어. Merve Wilkinson

서 직접적인 관리가 힘들고 대신 그의 경영철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에 위, TLC

탁을 맡겼다 자선 토지 보존 위탁 단체 는 와. TLC The Land of Conservancy ( ( ) )

일드 우드처럼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매입하고 매입한 비용을 갚기 위해 기금,

을 모으고 있으며 생태숲을 실현해가는 장으로서 토지를 관리하는 단체이다, .

이런 식으로 는 영구히 교육적 생태적 가치를 가지는 유일무이한 유산을 보TLC

호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

의 직업의 직업의 직업의 직업Q: JQ: JQ: JQ: J 은 와일드우드 해설가인가?

아니다 나는 의 회원아니다 나는 의 회원아니다 나는 의 회원아니다 나는 의 회원A: . TLCA: . TLCA: . TLCA: . TLC 이고 가 관리하는 나나이모지역에서 회원으, TLC

로서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은 내가 좋아. ,

하는 일들 중 하나일 뿐이다 회원활동은 주중에는 하루정도 주말에는 늘. TLC ,

하고 있다.

그럼 혹시그럼 혹시그럼 혹시그럼 혹시Q:Q:Q:Q: 와일드우드 보존사업을 돕고 있는 또 다른 지역단체가 있는가?

사회단체는 많은데사회단체는 많은데사회단체는 많은데사회단체는 많은데A:A:A:A: 이 숲과 관련된 단체는 없다, .

기타기타기타기타4)4)4)4) 와의 뒤풀이J※

해설가 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이라고 한다J ‘ ‘ .

한국의 국립공원체계와 경영방식을 궁금해 하고 왜 미국이 아닌 캐나다를 왔는,

지 와보니까 좋은지 캐나다 역시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하지/ / /

만 캐나다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임에는 확실한 것 같다는 얘기들을 나눴

다 우리는 국토의 가 산이고 국립공원이 개 인구는 약 만 캐나다. 70% , 20 , 4,500 (

만 라고 알려주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상상이 안 된다 고 대답했다3,100 ) ‘ ’ .



- 36 -

3. Morrell Nature Sanctuary3. Morrell Nature Sanctuary3. Morrell Nature Sanctuary3. Morrell Nature Sanctuary

숲해설 교육 프로그램 운용 방법과 프로그램 참가 연수- -

소개 및 유의 사항소개 및 유의 사항소개 및 유의 사항소개 및 유의 사항1) Morrell Nature Sanctuary1) Morrell Nature Sanctuary1) Morrell Nature Sanctuary1) Morrell Nature Sanctuary

안내문의 내용을 참고※

주소 : 787 Nanaimo Lakes Road Nanaimo, B. C. V9R 3C2☞

250-753-5811. Fax 250-754-3093☎

● 상상하기imagine... .

다양한 성숙단계의 차림인 보호구역 부드러운 빛과 싱그러운 시원함 속으로 들2 Morrell !

어왔다 매우 복잡한 생활과 일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자마자 에너지가 재충전 되는 듯. ,

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는 구불거리는 트레일에서는 삼나무 오. ,

리나무 양치식물과 같은 식물군들이 그리고 포도나무 군에게Douglas fir, Salal Oregon

자리를 내주는 걸 볼 수 있다 저 높은 곳 나뭇가지 틈사이로 비추이는 햇살 근처 썩어. !

가는 나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딱따구리 의 소리가 들려온다 산(Pileated Woodpecker) .

책로는 비버 연못이 보이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 오리들은 나무 다리근처에서 한가롭게.

떠다니고 물총새가 머리위에서 공중묘기 펼치는 것을 본다 보호구역을 매일 찾, . Morrell

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기회를 갖는다 외로움 또는 흥미.

로움 당신이 무엇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호구역은 자연보존에 대해 배? ^^. Morrell

우고 즐기는 것을 돕기 위한 편안한 장소가 되어 줄 것이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8282828 입구입구입구입구- Morrell Nature Sanctuary- Morrell Nature Sanctuary- Morrell Nature Sanctuary- Morrell Nature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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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은 한 때 나나이모 지역에 사는 가 소유지였다Morrell Nature Sanctuary Morrell ( ) .家

은 년 보존과 공익사용을 위해 의 숲을 지역사회에 기부하William Morrell 1973 278acres

였다 년대 마지막 벌목을 끝으로 보호구역은 해안 미송 의 생태계로 다. 1030 , Douglas fir( )

시 자라고 있는 성숙단계의 차림이다2 .

이제 이 토지는 자연보호위원회의 소유이고 환경교육기관인BC , Morrell Nature Sanctuary

가 운영하고 있다 이 비영리조직은 장소와 건물 주요 트레일을 관리하고 기금마련 그리.

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헌신적인 자원 봉사 그룹과 후원회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 Enjoy the Trails..

보호지에는 각각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망을 갖고 있는 트레일 시스템이 잘 구축 되 있다.

호수 비버연못 나나이모가 바라다 보이는 곳 등이 바로 그런 코스에 해당한다Morrell , , .

● Did you know?

보호지는 연중 일광시간 해뜰때부터 해질때까지 동안에는 개방 되어 있다 입장료는 무( ) .․
료이다.

산책을 위한 셀프가이드 해설 안내문은 보호지 입구 와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다( ) .․
방문객 학교나 지역 단체의 경우 사전에 요청이 있으면 자연안내자와 하는 해설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주목나무군락지 트레일 이름 은 휠체어도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차Yew Loop Trail ( - ) ,․
장에서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편리하다.

● We Offer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연령대를 위한 특별한 생태프로그램․
지역그룹을 위한 여름프로그램․
특별한 여름 주제가 있는 자연하루캠프․
통나무집 자연 해설 센터 여름에 개방-․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 해설프로그램의 입문과 훈련목적- ( )․

● Get involved! Here's How..

친구와 함께 보호지에 간다.․
우리의 특별한 행사를 지지후원한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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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돕는다. .․
프로그램과 특별한 과제들-

보호지 보존활동-

회의나 위원회 활동-

● 회원가입Morrell Nature Sanctuary

맴버쉽카드 소식지 연간보고서를 받는다- , , .

회원을 위한 특별행사에 참여한다- .

연차회원총회에서 투표한다- .

- Receive merchant discounts

- Enjoy our resource library

● 맴버쉽 안내

개인 가족 그룹 단체$15.00 / $25.00 / $50.00 / $100.00․ ․ ․ ․

● 트레일Morrell Nature Sanctuary

Yew Loop Trail / Rocky Knoll Beaver Pond Trail․ ․
tranquility Trail / Lookout Trail / Morrell Lake Trail․ ․ ․
Maple Trail․
을 포함하여 약 코스의 이 있다11 Trail .

이 중 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산책할 수 있도록 만Yew Loop Trail

들어져 있고 화장실이나 안내센터 주차장 등에서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다, , , .

2) Self -Guide2) Self -Guide2) Self -Guide2) Self -Guide

여러 트레일 중 에 대해 소개한다 이 트레일은Rocky Knoll/ Beaver Pond Trail .※

란 주제를 갖고 있으며 숲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과“Fascinating Forest Facts" ,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하고 느껴 보게 하는 내용들로 구성 되 있

다 몇 가지 포인트만 소개하고자 한다. .

● 소개

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셀Rocky Knoll/ Beaver Pond Trail .

프가이드 코스는 약 이고 대략 소요시간은 시간 분입니3Km 1 30

다 지도를 참조하세요 지정된 길로만 다녀주세요 다양한 자. ( ) -

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많은 나무나.

관목들 꽃과 바위 들을 보호해 주세요 모두를 위한 즐거운 일, -

이며 자연보존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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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ipe For A

Forest

숲에는 숲을 이루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연안 해안 지역의. ( )

특수성은 식물종 들이 변화하는 것에 연중 영향을 미칩니다 고.

도 토질 강우량 일조량들이 바로 숲의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들, , ,

이랍니다 풀들이나 나무들은 장소나 영양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 차 성장. Morrell Nature Sanctuary 2

림을 이루는 주된 수종은 철쭉과의 상록관목 북아메리Arbutus ( -

카산 큰잎단풍나무 메이플일종), Bigleaf maple( - ), Douglas-Fir(美

로지폴 소나무 레드오리나무),Lodgepole pine( ), Red alder( ),松

Western- hemlock and Western- red

햄록과 레드시다 침엽수 등 입니다cedar(western - ) .

바나나 민달팽이 와 노래기는 숲 바닥에서 쉽게 찾아 볼Slugs( )

수 있어요 반면에 검은꼬리사슴 붉은 다람쥐 그리고 다른 작은. ,

생물들의 서식지는 수풀이나 관목림이랍니다 나무들이 만드는.

하늘지붕위로 어치 일종 북Steller's Jay( ) Pileated Woodpecker(

미산 도가머리딱다구리 와 같은 새들의 노래 소리가 들릴지도, )

모릅니다.

● Oregon Grape

오리곤 포도

오리곤 포도는 호랑가시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잎을 가진 작은키

관목이며 봄에 달리는 밝은 노란색 꽃은 맛이 달콤해서 종종,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늦여름 꽃이진 자리엔 탱Indian-Cone .

글탱글한 자줏빛 열매가 달립니다 원주민들은 오리곤 포도나무.

의 껍질과 줄기로 노란염료를 만들어 바구니를 물들이는데 사용

했습니다.

● Wind Tunnel

빽빽하고 울창한 숲에서 는 좀 더 많은 햇빛을Douglas-Fir( )美松

받기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자랍니다 얕은 뿌리조직을 갖고 있는.

나무는 쉽게 쓰러진답니다 이렇게 약한 나무들은 솎아지고 강하. ,

고 건강한 개체가 생존하여 남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

니다.

● Rocky Knoll

의 주인은 뿌리조직이 없거나 있어도 거의 조금 남아Rocky Knoll

있는 아주 연약한 이끼와 지의류랍니다 상록 관목인. Hairy

철쭉속 상록관목 미국서부산 또한 이곳에서 자manzanita ( )屬 産

라지요 이 관목은 항아리 모양의 꽃을 피우고 먹을 수 있는 열.

매 장과 가 달립니다 이 외에 철쭉과의 상록관목( ) . Arbutus ( -漿果

북아메리카산 로지폴 소나무 도 따듯한 기후를), Lodgepole pine( )

좋아하는 나무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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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utus

철쭉과의 상록관목 북아메리카산 는 수피가 벗겨지는 특Arbutus( - )

징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에만 자생하는 넓은잎 상록수이며 온화. ,

한 해양성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 자랍니다 붉그스름한 갈색을.

띤 얇은 수피가 종이처럼 벗겨지고 나면 그 안에는 연두색 형성,

층 부름켜 가 있습니다 는 건강한 숲 속 나무 식구들 중( ) . Arbutus

하나랍니다 자 셀프가이드 산책을 계속 하려면 다음 교차지점. ~ ,

에서 좌회전해서 나타나는 지점으로 가세요6 .

● Ferns

양치식물들

낮은 지대의 축축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종류의 서로 다른 양치3

식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인데 이 다년생 양치류는 거의Sword Fern , 1m

길이까지 자라는 진녹색의 엽상체를 갖고 있고 덤불들이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칼자루처럼 생긴 줄기에 달려 있는 각 잎들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삼각형 돌기를 갖고 있습니다, .

은 다른 양치식물과는 달리 생식의 방법에 있어 무성생Deer Fern

식과 복제 생식 둘 다를 갖고 있습니다 무성생식 엽상체가 땅에.

낮게 로제트 모양으로 붙어 점점 줄어들어 가는 동안 가느다란( ) ,

포자 엽상체는 식물 중앙에서 솟아오르며 성장합니다.

우리나라 참새발고사리 는 키가 크고 레이스모양의 엽Lady Fern( : ) ,

상체를 갖고 있습니다 종종 냇가 가까이에 무리지어 자란답니다. .

또 에서 감초, Morrell Nature Sanctuary Licorice( ), Bracken and

양치식물의 종류 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Spiny wood fern ( ) .

● Five common

Trees

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대표수종 다섯 가지의 이름을 알아볼까

요? Bigleaf maple, Douglas-Fir, Red alder, Western hemlock

입니다 각기 저마다의 구별되는 특징들and Western red cedar .

을 갖고 있답니다 수형 바늘잎이나 잎의 모양 수피 열매나 방. , , ,

울열매 구과 등 차이점들을 찾아보세요( ) .

그림그림그림그림 29292929 트레일에서 식생조사 중인 연수팀원트레일에서 식생조사 중인 연수팀원트레일에서 식생조사 중인 연수팀원트레일에서 식생조사 중인 연수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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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관프로그램 참관프로그램 참관프로그램 참관3)3)3)3)

그림그림그림그림 30303030 숲해설 프로그램숲해설 프로그램숲해설 프로그램숲해설 프로그램----

● 대상 인근의 초등학생과 학부모 명 우리나라 초등 학년 정도: 50 ( 4 )

● 해설가 인: 2

● 전체 모임 팀으로 나눔 각각 다른 산책로에서 같은 주제로 활동함-> 2 . ->

마무리 후 귀가

● 참관한 부분 도입 에 대한 정리‘ ’

인사나누기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해설가 앞으로 모임- ( )

과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질의응답 진행- Morrell Nature Sanctuary

● 나무되어보기

심재-heartwood( )

변재-sapwood( )

부름켜-cambium( )

내피-inner bark( )

외피-outer bark( )

뿌리-root( )

어린이들이 각각의 역할이 되어본다 해설가는 어린이들이 맡은 역할이 나무에서.

어떤 이름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안을 보고 선 이유, . (-heartwood,

는 나무를 생장시키는 역할 기관 밖을 본 이유sapwood, cambium ) (inner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 기관 나무bark, outer bark / root

를 지탱하는 역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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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교사들이 나무침입자가 되어 공격을 하면 각 기관은 나무를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제 역할을 한다 는 설명으로 마무리 이제 숲으로 가서 그런 나무.” .

들을 만나보자

● 주의사항 음식물반입금지 이동에 대한 안내 해설가의 표현 선생님 앞: . ( - ,

어린이 중간 보호자 제일 뒤에 정렬 샌드위치 대형, . )

● 팀으로 나눔 각각의 해설가와 함께 이동2 .

4) Interview4) Interview4) Interview4) Interview

Q: MorrellQ: MorrellQ: MorrellQ: Morrell 의 숲해Nature Sanctuary

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부탁한다.

이곳에는 총이곳에는 총이곳에는 총이곳에는 총A:A:A:A: 가지의 프로그램이12

있다 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명의 해. 2

설가가 투입된다 프로그램은 보통 시간. 2

정도로 진행된다.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Q:Q:Q:Q: 의 특징은?

체험과 적극적인 표현활동체험과 적극적인 표현활동체험과 적극적인 표현활동체험과 적극적인 표현활동A:A:A:A: 위주로 구성 되 있고 주제의 프로그램 중에, 12

약 가지가 나무를 주제로 한 것이다 프로그램별 주제는 다르지만 모든 활동은7 .

시작 분 숲에 대한 소개 모렐의 역사 보호구역의 뜻 동식물이 스스로를“ 15 : , , ,

보호하는 방법 숲에 들어가기 위해 지켜야할 약속에 대해 본프로그램 종료, / /

분 전체프로그램을 되짚어보고 소감나누기 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10 : , ” .

그림그림그림그림 32323232 나무되어보기 활동모습나무되어보기 활동모습나무되어보기 활동모습나무되어보기 활동모습----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3333 담당자와 인터뷰담당자와 인터뷰담당자와 인터뷰담당자와 인터뷰----

그림그림그림그림 31313131 나무되어보기 자료나무되어보기 자료나무되어보기 자료나무되어보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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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이곳을이곳을이곳을Q:Q:Q:Q: 찾는 주요 대상은 그리고 어떻게 이곳의 자연체험교육을 알고 찾?

아오는가?

가 초등학생가 초등학생가 초등학생가 초등학생A: 99%A: 99%A: 99%A: 99% 중심이고 가 성인 대학생 아시아계유학생 이다 매+ 1% ( , ) .

년 활동안내서를 지역의 초등학교에 발송하고 있다.

저소득저소득저소득저소득Q:Q:Q:Q: 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혜택은 있는가?․
라 단체 내에라 단체 내에라 단체 내에라 단체 내에A: NPOA: NPOA: NPOA: NPO 재정을 별도 마련해서 꾸려지는 특별 프로그램은 없다.

학교에서 단체 학급 단위로 하는 활동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렐이 있( ) . ,

는 주변 지역 자체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학교에서 하는

활동으로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은 충분히 골고루 나눠진다

고 본다.

모렐에모렐에모렐에모렐에Q:Q:Q:Q: 서 활동하는 해설가가 되려면?

별도의 교육과정별도의 교육과정별도의 교육과정별도의 교육과정A:A:A:A: 은 없고 자격증도 없다 하지만 해설프로그램에 대한 참관, .

은 의무이다 자원봉사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

다 조건이 있다면 건강해야 하고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밖에서. , ,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설가해설가해설가해설가Q:Q:Q:Q: 별로 역량의 차이는?

보통 한 프로그램보통 한 프로그램보통 한 프로그램보통 한 프로그램A:A:A:A: 을 진행하는 3~5

가지의 체험활동이나 놀이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해설가 별로 운용하는데 역량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해설가가 기획되어진.

놀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외

에도 어린이들이 산책을 통해 언제 어디,

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자연의 사건‘

들에 대한 현장성을 느끼는 걸 더 중요하’

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설가의 역량과 프

로그램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4343434 -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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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5)5)5)5)

에 대해 사전에 얻은 자료 첨부* Morrell Nature Sanctuary .

모랠 자연모랠 자연모랠 자연모랠 자연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

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는 주 밴쿠버 섬 동쪽의 인B.C.

구 만 천명의 나나이모 시8 5 (Nanaimo)

남쪽에 위치한 헥타르의 숲으로111

년 토지의 소유주였던1973 William

이 지역사회에 헌납하면서 생겨났Morrell

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Morrell Nature

를 발족하여 이 숲을Sanctuary Society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자연

환경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하여 운영하

고 있다.

가 위치한 곳의 숲은 원래 고목림이었던 것을 년대 산업적 벌Sanctuary 1930

채가 행해진 후 다시 자라는 성숙단계의 차림이다 보호지 내에는 개의 호수2 . 1

와 개의 자연 습지 및 다양한 산림 생태계가 존재한다1 .

보호구역은 산책로를 유지 관리하는 것 외엔 최대한 자연스런 상태로 유지하

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야생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주차장이 있는 진입로 입.

구에는 이라고 명명된 자연해설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연Woods Room .

해설 센터에는 동식물 식별을 위한 정보 방문객이 오감을 활용해 직접 참여하는,

식물식별 퀴즈 생태계 법칙을 설명하는 벽화 자연 다큐멘터리 비디오 등을 갖, ,

추어 놓고 있다 이곳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연환경교육장 뿐만 아니라 일.

반인들을 위해서도 일 개방하고 있어 산책 조깅 자연관찰 등의 목적으로도365 , , ,

이용되고 있다 이곳의 이용자들은 나나이모 시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성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곳만이 지니는 독특한 자연환경 프로그램 때문에 킬, 100

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시의 학교에서도 하루 일정으로 방문하여 자연학습을 하

고 돌아가기도 한다.

나나이모 소재 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학생을Malaspina University College

위한 영어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학생들 대부분이 아시아계 대학(ESL) (

생 및 성인들 의 현지 자연문화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말라스) .

피나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성인들을 위한 자연체험 프로그램도 이곳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5353535 -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

안의 센타안의 센타안의 센타안의 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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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ⅤⅤⅤⅤ

온대우림과 문화온대우림과 문화온대우림과 문화온대우림과 문화“ ”“ ”“ ”“ ”
희망의 숲희망의 숲희망의 숲희망의 숲CanadaCanadaCanadaCanada

온대우림 탐방과 식생 조사온대우림 탐방과 식생 조사온대우림 탐방과 식생 조사온대우림 탐방과 식생 조사1.1.1.1.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

연수가 진행되었던 캐나다 주 서해안 지역은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온대우림이BC※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연수의 주제가 캐나다의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었고 숲. “ ” ,

해설의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대부분 온대우림의 특징이나 수목 그 속에서 살아온 원주민,

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이번 연수 보고서에서는 온대우림에 대.

한 부분과 원주민 문화에 대한 소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온대우림온대우림온대우림온대우림1)1)1)1)

온대우림은 독특한 기후가 만들어낸 희귀한 숲이다 온대우림은 년간 강우량이.

천 이상이고 서쪽 바다 연해에 있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분포한다2 mm , .

현재 북아메리카 외에도 칠레나 뉴질랜드 남섬 서쪽 끝에 일부 분포하고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6363636 온대우림분포도온대우림분포도온대우림분포도온대우림분포도----

북아메리카

칠레
뉴질랜드

남섬서부



- 46 -

그러나 캘리포니아 북부부터

알래스카 남부지역에 걸쳐 분포

하고 있는 북아메리카의 온대우

림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온대우

림의 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캐나다 주의 해안지역의 숲은BC

원시 상태를 유지하며 남아 있는

북미주 최대의 온대우림지역 이

다 한때 지구상에는 온대우림이.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 분

포하고 있었다.

반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 열대우림은 아직도 지표면의 를5-6%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온대우림은 현재 지표면의 밖에 되지 않는 좁은 지역, 0.2%

에 남아 있다 온대우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숲이다 온대우림에 대한. .

벌채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독특한 숲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는 미미했,

다 중략. ( )

북미지역 밖의 다른 온대 우림지역이 넓은잎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주, BC

의 온대우림은 고생대 식물군에 속하는 침엽수로 이루어졌다 수백만 년 전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식물들은 대부분 침엽수였다 그러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솔방.

울 같은 열매를 통해서만 번식하는 침엽수에 비해 뒤늦게 지구상에 출연했지만

꽃을 피워 번식하며 적응력과 융통성이 뛰어난 활엽수들에게 자리를 빼앗겨 오,

늘날 진정한 침엽수로 이루어진 숲은 캐나다와 시베리아의 북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주 서해안에는 태고의 장엄미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침엽수. BC

숲이 아직도 평지에 대규모로 존재한다 이 같은 이례적인 경우가 생긴 이유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엔 건조하고 더운 이곳의 독특한 기후 탓이다 게.

다가 밴쿠버 섬 서해안의 여름은 충분한 햇빛은 있으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수

분이 부족하며 겨울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적당량의 햇빛과 충분한 수분은 공급,

되지만 기온이 활엽수들이 버티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중략 이처, .( )

럼 독특한 기후의 영향 때문에 온대우림지역의 이상이 침엽수로 이루어져90%

있으며 밴쿠버 섬 서해안의 숲은 이렇게 침엽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밴쿠버 섬, ,

서해안의 숲은 헴록과 웨스턴 레드시다가 주종을 이루며 더 이상의 변화를 가져

오지 않고 그 스스로 재생을 되풀이하는 식물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클라이맥스

에 와있다. 숲은 연어를 키우고 연어는 숲을 만든다 중 탁광일 저< , / >

그림그림그림그림 37373737 온대우림의 모습온대우림의 모습온대우림의 모습온대우림의 모습----



- 47 -

그림그림그림그림 38383838 북아메리카 해안 온대우림의 파괴 전후 비교북아메리카 해안 온대우림의 파괴 전후 비교북아메리카 해안 온대우림의 파괴 전후 비교북아메리카 해안 온대우림의 파괴 전후 비교----

파괴전에파괴전에파괴전에파괴전에

우림이 있던우림이 있던우림이 있던우림이 있던

지역지역지역지역

현대에현대에현대에현대에

우림이우림이우림이우림이

파괴된 지역파괴된 지역파괴된 지역파괴된 지역

온대우림에서 만난 수종온대우림에서 만난 수종온대우림에서 만난 수종온대우림에서 만난 수종2)2)2)2)

캐나다의 대표 수종①

캐나다에서 구한 수목관련 안내책자에는 캐나다의 대표수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삼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솔송나무 주목나무삼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솔송나무 주목나무삼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솔송나무 주목나무삼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솔송나무 주목나무- , , , ,- , , , ,- , , , ,- , , , ,

갈매나무 산사나무 벚나무 돌능금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포플러나무 포플러갈매나무 산사나무 벚나무 돌능금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포플러나무 포플러갈매나무 산사나무 벚나무 돌능금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포플러나무 포플러갈매나무 산사나무 벚나무 돌능금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포플러나무 포플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스펜 버드나무 참나무아스펜 버드나무 참나무아스펜 버드나무 참나무아스펜 버드나무 참나무), ,), ,), ,), ,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층층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층층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층층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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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중에 만난 주요 수종②

● 큰잎단풍나무 메이플일종Bigleaf maple ( - ) ● 오리나무Red alder ( )

● Trembling Aspen ● 로지폴소나무Lodgepole p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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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glas-Fir( )美松 ● Grand-Fir

● 햄록Western hemlock ( ) ● 삼나무과Western red ced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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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utus

철쭉과 상록관목 북아메리카산( - )

● Hairy manzanita

철쭉과 상록관목 미국서부( )産

도감에서 발췌Native Trees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의 자연과 문화 관련 전시관 견학캐나다의 자연과 문화 관련 전시관 견학캐나다의 자연과 문화 관련 전시관 견학캐나다의 자연과 문화 관련 전시관 견학2.2.2.2.

-Museum of Anthropology, Capilano Salmon Hatchery

인류학 박물관인류학 박물관인류학 박물관인류학 박물관1) Museum of Anthropology ( )1) Museum of Anthropology ( )1) Museum of Anthropology ( )1) Museum of Anthropology ( )

인류학 박물관은 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이곳은 캐나다 최대 규모의 학습1947 .

박물관이고 가장 인기 있는 공공 박물관 중 하나라고 한다 년 개관했고. 1976 ,

캐나다 건축가 이 북서연안 원주민들의 기둥과 들보 구조를 반Arthur Erickson

영하여 디자인 하였다.

이곳의 전시물은 주 연안의 원주민들로부BC

터 모아들인 수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주 내에 거주하는 약 만 천여명의 원주BC 16 9

민들은 도시에서 살기도 하고 조상 대대로 영,

토에 위치한 특별 보호 구역에서 살기도 한다.

관할 정부가 고안해 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

는 원주민 보호 구역은 매우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천연자원과 전승된 토지에 대한 원.

주민들의 관리문제는 현재 캐나다 전역의 법

그림그림그림그림 48484848 박물관 전시물박물관 전시물박물관 전시물박물관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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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기타 논쟁의 초점이다.

전시공간①

● 정문

명의 원주민 거장 조각가들의 합동 작품이며 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문이 닫4 , Red Cedar .

혀 있을 때는 그 굴곡이 북서 연안의 굴곡과 같고 주 스키나강 유역에 살았던 부족의, BC

역사를 조각했다.

● 전시공간

창이 넓은 그레이트 홀에는 실물크기의 토템기둥

과 카누 의식용 접시들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하이다족의 거주지에 있는 느낌을 준다 관람객.

들은 그레이트 홀의 창문을 통해 외부에 마련된

멋진 조각 단지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는 하.

이다족 현대 작가인 빌리드가 설계한 두 채의 집

도 있다 전시된 유물을 약 만 천개 정도 이. 1 4

고 그 외도 많은 소장품들이 저장 되어 있다, .

● 박물관 shop

원주민들의 예술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책을 비,

롯해 북서연안의 예술가들이 만든 장신구류 판,

화 목조 조가품 등이 있다 이곳의 모든 수익금, .

은 인류학 박물관의 수집품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다고 한다.

원주민과 Red Cedar②

원주민들의 삶과 붉은 삼나무 는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박물관 곳곳에Red Cedar ( ) .

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원주민 목재 생활 용품은 붉은 삼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

고 여러 의식에도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박물관에서 뿐만이 아니고, . , Cathedral

에서도 붉은 삼나무를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생Grove Provincial Park

각했는지 하는 안내문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에 얽힌 구전 설화Cedar ;

옛날 옛적에 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던 착한 사람이 살았단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갔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었단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49494949 박물관 토템기둥박물관 토템기둥박물관 토템기둥박물관 토템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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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입을 것도 나,

눠 주었지 인디언의 신께서 이런 그를 보.

고 말씀하셨어 착한 그 사람이 생을 마치.“

고 죽었을 때 그를 묻은 곳에서 가, Cedar

자라나리라 뿌리는 바구니를 만드는데~!

쓰이고 껍질은 옷을 만드는 데 기둥은, ,

오두막을 만드는데 쓰이는 그렇게 사람..

들을 위해 유용한 나무가 될 것이다 그”

렇게 하여 나무가 태어나게 된것이Cedar

란다.

나무와 그 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관계를 뛰어 넘어 정신세계를 교감하는 그런 관계 마, !

치 한국인과 소나무의 관계를 보는 듯 했다.

카필라노 연어부화장카필라노 연어부화장카필라노 연어부화장카필라노 연어부화장2) Capilano Salmon Hatchery ( )2) Capilano Salmon Hatchery ( )2) Capilano Salmon Hatchery ( )2) Capilano Salmon Hatchery ( )

전시내용①

그림그림그림그림 51515151 캐나다의 연어종류캐나다의 연어종류캐나다의 연어종류캐나다의 연어종류----

연어부화장은 카필라노 공원 안에 있고 일본의 한 도시와 주의 수산업 해, BC

양 관리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어 설립된 전시장이다 연어처럼 회귀성을 가진 어.

류들 그리고 캐나다 지역을 찾아오는 연어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모형과 판넬BC

로 전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흥미를 끄는 코너는 바로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

라가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들어진 전시코너였다 인공계단폭포를.

설치하고 측면을 유리벽으로 만들어서 실내에서 연어의 점핑을 볼 수가 있었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50505050 안내문안내문안내문안내문-Cedar-Cedar-Cedar-Ce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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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관련한 환경교육 자료②

그림그림그림그림 52525252 하천보전을 위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하천보전을 위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하천보전을 위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하천보전을 위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앞서 다룬 도 일종의 자연사박물관인데 전시Lynn Canyon Ecological Centre ,

물과 더불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안내 자료들이 구비 되어

있었다 이곳도 연어와 관련해서 하천의 보전 에 대해 함께 소개하는 교육 자료. ‘ ’

들이 있었다 라는 안내문에서는. “Home Tips for Healthy Streams"

콘크리트와 시멘트 그리고 잔디정원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갖는 물의 낭비와 오염구-

조는 상관성이 있다 흙이 있다면 오염물질을 한 단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걸. ,

러진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겠지만 콘크리트 바닥의 도시는 쓰여진 대부분의 물들이,

어떤 정화 과정 없이 바로 하수구나 도로 옆 배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든다. - 고

말하고 있다 잔디 정원을 가꿀 때 세차할 때 하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 주제로 주. If you live near a stream...

변 하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있다.

● 냇가에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나무나 작은 관목 수풀 등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

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주고 냇가 둑이 단단해 지는 것을 돕습니다 때문에 냇.

가 주변 안에 살고 있는 나무나 식물들은 옮기면 안됩니다15m .

● 쓰레기나 지저분한 것들을 냇가 밖으로 건져주세요 지저분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

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막아버린답니다 냇가에 들어가는 하는 정화활동은 여름.

에 할 수 있습니다.

● 정원에서 나온 배출물 들을 냇가 밖으로 건져주세요 잔가지나 깎은 풀 잡초가 물. ,

에 쌓이면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답니다.

● 애완동물은 냇가에서 떨어진 곳에 있게 해 주세요 동물배설물은 냇가를 오염시켜.

요 애완동물이 물속에 뛰어들면 냇가 둑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고 야생동물이나. ,

연어 같은 물고기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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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북부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탐방주 동북부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탐방주 동북부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탐방주 동북부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탐방3. BC Canadian Rocky3. BC Canadian Rocky3. BC Canadian Rocky3. BC Canadian Rocky

-Canadian Rocky-

1) Canadian1) Canadian1) Canadian1) Canadian 산맥 개관산맥 개관산맥 개관산맥 개관RockyRockyRockyRocky

캐내디언 로키 산맥 북미의 로키 산맥중 캐나다에 있는 부분 은 멕시코에서 캐나( )

다까지 뻗어 있는 광대한 산맥군을 일컫는 서부 산계에서 어린 축에 속하는 부분이

다 억 천만년에서 천만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캐나다 최고봉들 약 개의 봉. 1 2 2 , ( 30

우리는 해발 가 넘음 과 빙하호 규모의 컬럼비아 아이스필드가 있3,048m ) , 389㎢

다.

이 지역 동물군과 식물군을 위한 훌

륭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몇몇 국립공

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밴프 재스퍼, , ,

요호 국립공원이 유명하다 년. 1985

이래로 밴프 재스퍼 요호 쿠트니 공, , ,

원 지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세계문화유산세계문화유산세계문화유산세계문화유산2)2)2)2)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년 월 일 제 회 유네스코 정기총회 채택(1972 11 16 17 )『 』

년 월 일부처 일 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1972 10 17 11 21

화기구 제 차 정기 총회는(UNESCO) 17

문화 및 자연 유산은 원래 갖고 있는 쇠퇴의 원인에 의할 뿐만 아니라 가공할,

만한 손상 및 파괴를 수반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점점 더 파괴의 위협에 빠져드는 것에 유의하고,

어떠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손괴 및 멸실은 세계 모든 국민의 유산을 빈곤화

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이 유산의 국내적 보호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보호대상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능력이 불충분할 경우 유산보호가 불완전할 것임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헌장이 세계 유산의 본존 및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협약을 권고하게끔 되어 지식의 향상 증진 및,

그림그림그림그림 53535353 중심가중심가중심가중심가- Banff- Banff- Banff- Ban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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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의 기본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기하고,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과 함께 국제적 권고 및 결의가 어

떠한 국민에게 속하는 것이든 간에 이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을 보호하는 것

이 세계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따라서 전 인류를 위한

세계 유산의 일부로서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자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의 심각함과 중대함에 비추어 해당국이 취하는 조치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유효

한 보조적 수단이 될 공동 원조를 줌으로써 유산보호에 참가하는 일이 국제사회

전체에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항구적 기초 위에 현대의 과, ,

학적 방법에 따라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조치를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제 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국제 협, 16

약의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의결하였기 때문에 년 월 일에 이 협약을1972 11 16

채택한다.

3) Mt. Robson / Lake Louise / Ice Fields3) Mt. Robson / Lake Louise / Ice Fields3) Mt. Robson / Lake Louise / Ice Fields3) Mt. Robson / Lake Louise / Ice Fields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에 바로Banff Jasper Lake

가 있다Louise, Mt. Robson, Ice Fields .

Mt. RobsonMt. RobsonMt. RobsonMt. Robson는 캐나디안 로키산백의

쟈스퍼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

며 약 해발 이다 그 높이에 걸3,854m .

맞게 봉우리에는 구름이 자주 끼어서

정상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산이다.

산 정상에는 연중 눈이 쌓여 있어 마치,

거대한 왕관을 보는 듯하다.

가 있고 주위에 약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일Visitor centre , 30 Eco-road (

종의 가 조성 돼 있다 각 지점에는 판넬이 설치되 있는데 식Self- guide Trail) .

물이나 동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곳의 지질학적 특징들도 소개하고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54545454 -Mt.Robson-Mt.Robson-Mt.Robson-Mt.Ro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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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지로 해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Mt. Robson

큰 동물들은 산양 큰숫사슴 산록 엘크- Mountain Goat( ), Monarch( ), Caribou( ), Elk( ),

뮬사슴 북미산 회색곰 흑곰 무스 등Mule Deer( - ), Grizzly Bear( ), Black Bear( ), Moose( )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5555 산양산양산양산양---- 그림그림그림그림 56565656 엘크엘크엘크엘크----

그림그림그림그림 57575757 흑곰흑곰흑곰흑곰---- 그림그림그림그림 58585858 무스무스무스무스----

그림그림그림그림 59595959 뮬사슴뮬사슴뮬사슴뮬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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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동물들은 새앙토끼 북미산 머멧 줄다람쥐- Pika( - ), Marmot( ), Squirrel, Chipmunk(

북미산 비버 사향쥐 등- ), Beaver( ), Muskrat( )

그림그림그림그림 60606060 사향쥐사향쥐사향쥐사향쥐----
그그그그림림림림 61616161 붉은다람쥐붉은다람쥐붉은다람쥐붉은다람쥐----

그림그림그림그림 62626262 새앙토끼새앙토끼새앙토끼새앙토끼----

그림그림그림그림 63636363 비버비버비버비버----

도감에서 발췌Animal Tracks of BRITISH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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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뇌조 들꿩과 어치 박새 미국박새총칭 부- Ptarmigan( - ), Jay( ), Chickadee( - ), Owl(

엉이 독수리 등이 있다 이 새들을 포함해서 약 여종의 야생조류가 서식), eagle( ) . 170

하고 있다.

Lake LouiseLake LouiseLake LouiseLake Louise 는 밴프 국립공원의 손꼽히는 자랑 거리이자 세계 대 절경, 10

중 하나라고 한다 원주민이 작은 물고기의 호수라고 부르던 이곳은 원. Stoney ' '

래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기 후반 빅토리아 여왕의Emerald Lake 19

딸인 루이즈공주가 방문하면서 공주의 이름을 따서 다시 가 되었다Lake Louise

고 한다 깨끗하고 푸른 물과 주위를 둘러싼 눈 덮인 봉우리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루이스 호에는 거의 호숫가까지 뻗어 나온 빅토리아 클래이셔 빙하 가( )

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마침 눈

이 내려 멋진 설경과 함께 감

상할 수 가 있었다 약. 10,000

년 전에 이루어진 호수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는 안내문이

있다 루이스 호와 주변 다른.

호수들이 가진 신비로운 빛깔

은 빙하가 만들어낸 바위 침전

물이 수면 바로 아래에 부유하

면서 생긴 것이다.

일종의 라고 할 수 있다mineral water .

Ice fieldsIce fieldsIce fieldsIce fields 이 빙하는 와 양쪽에Jasper National Park Banff National Park

걸쳐있고 이 지역은 국립공원에 해당한다 마지막 빙하기에 생성된, Yuho . 325㎢

의 빙하 지역으로 로키 산맥의 빙하들 중 최대 규모이다, .

약 년 전 이 지역이 얼어붙으면서 넓은 계곡과 가파른 산과 날카로운 산등1,000 ,

성이가 생겨났다 지난 수백년 동안 빙하가 조금씩 물러나기는 했으나 세기 초. , 20

에도 여전히 지역은 얼음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지금도 한해Ice fields Parkway .

수 씩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흐르는 물은 주변의 광물질을m .

미네랄 을 함유하고 있어서 빛깔이 푸른색이며 주변의 산양들이 이 미네랄을 섭( ) ,

취하기 위해 아이스필드 아래 호수까지 내려오곤 한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점까.

그림그림그림그림 64646464 -Lake Louis-Lake Louis-Lake Louis-Lake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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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간 중간 안내판이 나오는데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이니 동사나 쇼크에,

대비해야 하는 것 길이 미끄러우므로 장난이나 부주의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 등,

을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아이스 필드는 캐나다 서부 생태

관광의 핵심 중 하나이다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고 찾는 사람들이 늘어

감에 따라 빙하가 깨지거나 녹아내

리는 속도가 빨라져서 캐나다 정부

측에서는 년 동안 관광을 중단시킨2

채 빙하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바퀴

관광차량을 개발하여 이용하게 했

다.

정책적으로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의 소개의 소개의 소개의 소개4) Banff Fenland Trail4) Banff Fenland Trail4) Banff Fenland Trail4) Banff Fenland Trail

에서 연수팀원들이 아침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지역의 트레일 코스를 찾게* Banff ,

됐다 습지와 숲의 생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 관심 있게 탐방했다 무엇보다. .

셀프가이드를 할 수 있는 안내문이 특이했는데 우리나라의 공원 안내지 와는 다소 다른,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레일 코스에 지점의 해설 포인트가 있다 안내지에 적힌. 8 .

해설은 그 지점에 자라고 있는 식물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담은 설명이 아니라 그 곳에,

서 느낄 수 있는 숲의 심상 자연의 경이로움 등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워 줄 수(image),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

● Telltale Signs

의 동물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 곳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Fenland

있는 흔적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포플러 나무 기둥 아래에는 겨울이면 엘크가.

질소성분이 풍부한 나무껍질을 먹기 위해 할퀴어 놓은 자국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엘.

크는 봄이 되면 먹이가 되는 버드나무 들꽃 풀들을 뜯기 위해 그리고 새끼를 양육하, ,

면서 숨기거나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기르기 위해 이 숲을 찾는다, .

포플러 나무 기둥에 높은 곳에 발톱으로 긁힌 자국을 보고 흑곰이 안전을 위해 이 나,

무들을 기어올랐음을 알 수 있다 여간해선 이곳에서 곰을 보기는 힘들지만 그들이. ,

그림그림그림그림 65656565 아이스 필드아이스 필드아이스 필드아이스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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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음을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오솔길을 따라 걷다보면 다른 동물의 흔적들도 찾아 볼 수 있다 동물들이 흘려 놓.

은 것이나 배설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뿐 만이 아닌 또 다른 누군.

가도 이 길을 걸었음을 알려주는 흔적들인 것이다.

● When a Tree Falls

밀림에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 찬 모습은 분명한 자연작용이자 건강한 새로운 삶이 창,

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나무를 잃게끔 하는 화재 역시 록키 에 숲의 순환. Mt

을 가져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화재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푸레나무 통나무들.

을 감소시키고 나무들 사이를 넓게 한다, .

그리하여 식물과 동물들의 다양성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동

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지를 창조할 수 있게끔 한다 오랜 세월 이곳에는 화재가 없었.

다 숲을 재생하는 중요한 일은 미생물 분해자 에게 남겨져 있다. ( ) .

● Life on the Sunny side

당신 얼굴에 내리는 햇볕의 따스함 느껴보라 햇살이 비치는 이 열린 공간에서 바로.

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이 번성하는 것이다!

● Heart Of the Fenland

습지는 원래 영양분이 풍부한 지하수가 흘러든 축축한 땅의 한 유형이다 이 습지 역.

시 많은 샘물들이 흘러든다.

조용히 멈춰서봐라 무엇이 들리는가 봄이면 둥지와 먹이사이를 오가며 새끼를 기르?

는 새들의 지저귐이 창공에 가득이다 여름이 되면 이 소리들은 곤충의 울음소리로 바.

뀐다 가을에는 엘크가 뿔을 나무에 비비는 소리를 들어보라 연중 붉은 다람쥐가 수. . ,

다 떠는 소리 박새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 미국박새의 총, (chickadee-

칭 울음소리가 자기 이름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뜻 딱따구. chickadee chickadee ),

리가 드러밍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람이 부는 날은 심지어 나무가 삐걱거리거나.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 Living Together

산에서 야생동물과 사람을 위한 최고의 이동 경로나 장소는 계곡에 있다 복잡한 계곡.

에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캐나다 고속도.

로 서쪽방향에서 본다면 교통수단으로부터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하는 보호막을 볼 수,

있다 몇 키로 구간 마다 동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동물. ,

전용 지하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 곳을 통해 엘크나 사슴 고요테 늑대 쿠거 아메리. , , , (

칸라이온 등이 이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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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로질러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 그 길은 계곡을 관통하는 자연Fenland Trail ! Bow

네트워크의 한 부분일 것이다!

● A mountain View

이 지점에서는 국립공원의 수목분포대 고산대 아고산대 저산대 를 모두 볼 수 있Banff ( , , )

다.

● The Night Shift

산 너머로 아득히 해가 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생명체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 Your Own Oasis

이곳에서는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들의 파트너가 되어 그들의 박동과 생! ,

명력을 당신 안에 담아보라

참고 자료참고 자료참고 자료참고 자료5)5)5)5)

아래의 내용은 우리가 방문했던 캐나다 밴쿠버섬 원주민과 자연 을 소재로 하여‘ ’※

쓰여진 글이다 연수팀이 온대우림 인류학박물관 연어부화장 등을 탐방견학하며 배운. ‘ , , ’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글이라 생각하여 이곳에 싣고자 한다.

숲이 희망이다< >

탁광일 전 캐나다 교수 공동기획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숲과 문화연구회/ SFS / : · ·

캐나다 밴쿠버섬 서해안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 은 숲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식량으로( ) .

쓰던 연어나 열매는 물론 질병을 치료할 때도 다양한 숲속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이,

용했다 집을 지을 때 여행하거나 물건을 나르기 위해 쓰던 카누를 만들 때도 숲속 나무. ,

를 쓰러뜨리거나 이미 쓰러진 나무를 이용했다.

이들은 또 유럽인들과 본격적인 교역이 시작되기 전인 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측백200

나무와 흡사한 시다나무 껍질을 벗겨 모자 의복 바구니를 만들었다 나무 껍질을 벗기는· · .

작업은 주로 여성의 몫이었다.

원주민 여성은 나무 껍질을 벗기기 전 간단한 의식을 치렀다 이들은 나무 앞에 서서 나.

무의 정령에게 기도를 올렸다 나무님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 옷의 일부. “ ! .

를 제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여성은 가슴높이에 한 뼘 정도 칼자국을 만든.”

다음 위로 잡아 당기면서 껍질을 벗겼다 껍질을 벗길 때는 나무줄기의 분의 정도만. 3 1

벗겼다 그 이상 벗기면 나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 원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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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나무껍질의 분의 이상을 벗기면 주위에 서 있던 다른 나무들이 증인이 돼 나3 1

중에 저주를 받게 된다고 믿었다.

수렵에 종사한 원주민 남성이 매년 가을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를 잡을 때도 같은 철학이

적용되었다 첫 무리 연어가 상류로 이동해 충분한 산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

다음 무리 연어를 잡았다 또 강물 속에 아무리 많은 연어가 있어도 필요한 양 이상을 잡.

지 않았다 그 이상을 취하면 다음 해에 회귀하는 연어의 양이 줄어든다고 믿었기 때문이.

다 원주민은 이 같은 자기 절제를 통해 주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

이처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것은 하나 라는 철학이 자리했다 이들‘ ’ .

은 나무 숲 곰 연어 고래는 물론 비 바람 천둥 번개까지도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 · · · · · ·

들도 그 같은 관계의 일부라고 믿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과도하게 채취하면 그 영향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미

친다고 믿었다 즉 숲을 베면 곰과 연어가 사라지고 바다에서는 연어에 의존해 있던 고. ,

래가 사라진다고 믿었다 고래가 사라지면 그 영향이 결국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래에 의. ·

존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돌아온다고 믿었다.

이들이 지속가능하게 유지한 자연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불과 여년200

전의 일이다 유럽에서 온 백인이 원주민의 전통 영토에 정착하면서부터이다 인간은 자. .

연환경의 개선이나 진화를 위해 신이 선택한 도구라고 믿었던 백인 개척자는 숲이나 자연

환경을 지배 파괴 또는 변형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백인 정착자에게 자연은 물질· .

적 가치를 지니는 천연자원일 뿐이었다.

미국 산림학자 알도 레오폴드 년 의 토지 윤리 는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한(1887~1948 ) ‘ ’

다.

오랜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오딧세이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비행을 저지른 하녀들“

을 무더기로 목을 매달아 처형했다.”

하녀는 주인 오딧세이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자기 소

유 재산이나 물건과 같은 것이었다 이 글에서 알도 레오폴드는 백인이 역사적으로 자연.

에 대해 취한 태도가 오딧세이가 하녀에게 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토지 윤리 로 환경 윤리라는 분야를 개척한 알도 레오폴드는 그동안 인간이 소유하고 처‘ ’

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자연을 인간이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할 대상으로,

파악했다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자연은 어느 누구의 재산이나. .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인간 사이에 성립된 윤리적 의무는 그가 토지 라고 표현한 동물‘ ’ ·

식물 곤충은 물론 심지어 개울과 호수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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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도 레오폴드 이후 서구사회에선 인간 이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법적으

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일부 동물이나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고통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개울 호. ,

수 늪지 심지어 바위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 .

알도 레오폴드는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안정적 이며 아름다움 을 지닐 수 있“ ‘ ’ , ‘ ’ , ‘ ’

도록 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며 이를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은

일 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철학은 인간을 생태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자연 질” .

서를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심층 생태학 또는 근본 생태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알도 레오폴드로부터 시작한 환경 윤리사상은 사실상 아메리카 인디언의 모든 것은 하‘

나 라는 철학의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껍질을 벗길 때도 나무의 허락을’ .

얻었으며 나무의 건강을 위해 줄기의 분의 만을 벗겼으며 회귀하는 연어의 일부만을, 3 1 ,

잡았던 아메리카 인디언 자신이 나무 곰 고래와 다르지 않으며 이들의 일부라고 믿었다. · · .

알도 레오폴드가 동식물은 물론 개울과 호수까지 생태계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했던

것과 일치한다.

인간이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원하는 양과 속도로 자라 주지 않는 자연의 생산력

을 탓했다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 방법도 자연의 생산 과정에 개입해 자연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서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 자연의 리듬이. .

나 질서에 역행하는 이 같은 방법은 생태계의 건전성이나 지속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과

를 가져오고 환경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자라지 않는 자연의 생산력은 결코 환경 문제가 될 수 없다 환경.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다 결국 환경 문제의 해결도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환경 윤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그랬듯이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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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정리연수 정리연수 정리연수 정리....ⅤⅤⅤⅤ 희망의 숲희망의 숲희망의 숲희망의 숲CanadaCanadaCanadaCanada

연수 계획 사전모임 연수내용 연수이후 활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고 연* , , , ,

수계획 시 목적과 기대효과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기술하였음

연수평가연수평가연수평가연수평가1.1.1.1.

연수계획과 사전모임연수계획과 사전모임연수계획과 사전모임연수계획과 사전모임1)1)1)1)

이번 연수는 현장에서 체험적 환경교육을 직접 지도하는 숲해설가와 환경교

육전공의 현직교사 및 학교숲생태교육연구회 소속의 교사가 결합하고 산림문화,

콘텐츠연구소의 연구책임자가 연수에 합류함으로써 연수과정과 결과의 신속한

검증과 공유 등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학교와 현장에 곧바로 적,

용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그러나 함께 준비하던 연수팀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팀원이 새롭

게 교체되거나 연수일자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고 연수팀원을 전국적으,

로 배치한 결과 각 지역에 분포해 있

다 보니 사전 준비를 하는데 많은 모

임을 갖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상에서 가진 모임이나 밀도 있는 몇 차례 모임과, On-Line , Off-Line

스터디를 통해 연수목표를 공유하고 준비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다만, 해외 연수가 갖는 특징상 아무리 국내에서 정밀한 자료나 정보를 기준으해외 연수가 갖는 특징상 아무리 국내에서 정밀한 자료나 정보를 기준으해외 연수가 갖는 특징상 아무리 국내에서 정밀한 자료나 정보를 기준으해외 연수가 갖는 특징상 아무리 국내에서 정밀한 자료나 정보를 기준으

로 계획을 세워도 현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애초 간접적인로 계획을 세워도 현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애초 간접적인로 계획을 세워도 현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애초 간접적인로 계획을 세워도 현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애초 간접적인

자료들로만 세운 계획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자료들로만 세운 계획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자료들로만 세운 계획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자료들로만 세운 계획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6666 연수 관련 스터디연수 관련 스터디연수 관련 스터디연수 관련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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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모렐 보호지의 숲해설 프로그램 참관은 오랜 기간 기관담당자와 연락( )ㄱ

을 했고 취지를 알렸지만 확답을 받기가 어려웠고 직접 현지에서 대면을 해서, ,

야 문제가 해결 되서 연수를 운용할 수 있었고 린캐년 에코센터의 경우는 사( )ㄴ

전에 협의가 없었지만 오히려 현지에서 연수의 취지를 알리고 가장 완벽하게 연,

수 협조를 받은 기관이 되었다.

아울러 해외 연수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기로 한 탁광일 박사 현 국민대학교 교(

수 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연수계획이었기에 자칫 짧은 일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

관광코스 견학 수준의 연수로 머물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위험부담을 줄

일 수가 있었다 더불어 구체적인 주제에 부합하는 연수지들 찾거나 대체할 수. ,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본다.

연수팀원의 교체와 목적 사업 대상지와 일정의 일부 변경 그리고 현지 코디네,

이터의 일정변화를 인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사전 준비모임과 그 과정

에는 큰 무리는 없었으며 이것은 연수자 개개인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라기보,

다는 연수팀이 속한 단체인 풀빛문화연대와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의 조직적인

지원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된다.

특히 해외연수의 특성상 항공료와 체재비용의 큰 부담을 비수기를 고려한 시,

기조정을 통하여 최소화 하였고 현지 코디네이터의 공백을 풀빛문화연대의 사전,

답사를 통한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연수 일정을 편성함으로

써 사전 준비의 공백과 연수팀 역량의 한계를 보완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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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2)2)2)2)

연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초 연수 계획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

지만 사전 모임과 답사 등을 통해 일부 변경에 따라 실행된 바를 비교해보면 다

음과 같다.

연수계획연수계획연수계획연수계획 연수실행연수실행연수실행연수실행

모렐 자연보호구역의 어린이를①

위한 숲해설 프로그램 연수
☞

모렐 자연보호구역의 어린이를①

위한 숲해설 프로그램 연수

와일드우드의 숲 해설가 멀브,②

윌킨슨 옹의 숲 해설 시연 체험연

수 및 지속가능한 숲의 생태와 철

학 관리방법의 해설 연수,

☞

와일드우드의 숲 해설가 의J②

숲 해설 시연 체험연수 및 지속가

능한 숲의 생태와 철학 관리방법,

의 해설 연수

와일드우드 위탁경영을 맡고③

있는 토지보존단체 의 역할TLC( )

연수

뱀필드 해양과학 연구소의 일③

반인 교육프로그램 운용방법 학습

연수 ☞
린 캐년 에코센터의 어린이를④

위한 숲해설 프로그램연수
네이처웍스 에듀케이션의 현장④

체험학습 프로그램 연수

뱀필드를 중심으로 한⑤

원시림 생태계 원주민 문화 체험,

산업활동에 의한 영향 인공림,⑥

☞

온대우림탐방과 식생조사⑤

캐시드럴 그로브 주립공원( )

캐나다의 자연과 문화관련⑥

전시관 견학

인류학박물관(

카필라노연어부화장)

주 국립공원과BC⑦

세계문화유산 탐방

밴프와 재스퍼국립공원( )

도시환경과 녹로 인공정원,⑦

퀸엘리자베스공원 스텐리공원( , ,

부차드가든)

☞

도시환경과 녹로 인공정원,⑧

퀸엘리자베스공원 스텐리공원( , ,

리버사이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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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시스템과 내용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연수가 주 활동이었다 계획은 당초.

밴쿠버 아일랜드의 뱀필드 지역을 주요활동 거점으로 정했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국제적 현장중심 환경교육 전문학교 School For Field

캐나다 센터에서 년 이상 교수로 근무했던 탁광일 박사가 설립한Studies(SFS) 4

캐나다 현지 교육기관인 네이처 웍스 에듀케이션 이(Nature Walks Education)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하는 동안 탁광일 박사가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고 현지 연수교육,

기관이 문을 닫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수팀은 기본계획은 변화를 주지 않고 연

수의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다른 기관과 장소를 대체장소를 물색

했다.

당초 계획했던 와일드우드와 모렐 생튜어리를 축으로 하고 밴쿠버 인근에서당초 계획했던 와일드우드와 모렐 생튜어리를 축으로 하고 밴쿠버 인근에서당초 계획했던 와일드우드와 모렐 생튜어리를 축으로 하고 밴쿠버 인근에서당초 계획했던 와일드우드와 모렐 생튜어리를 축으로 하고 밴쿠버 인근에서

숲 해설 환경교육 캐나다 원주민 문화탐방의 주제를 담아 낼 수 있는 곳으로숲 해설 환경교육 캐나다 원주민 문화탐방의 주제를 담아 낼 수 있는 곳으로숲 해설 환경교육 캐나다 원주민 문화탐방의 주제를 담아 낼 수 있는 곳으로숲 해설 환경교육 캐나다 원주민 문화탐방의 주제를 담아 낼 수 있는 곳으로, ,, ,, ,, ,

린캐년 에코센터 인류학박물관 연어부화장과 전시관을린캐년 에코센터 인류학박물관 연어부화장과 전시관을린캐년 에코센터 인류학박물관 연어부화장과 전시관을린캐년 에코센터 인류학박물관 연어부화장과 전시관을, , contact, , contact, , contact, , contact할 수 있었고 기

대 이상의 연수성과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뱀필드의 현지 탐방을 취소하고 록키의 자연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탐방

으로의 대체는 무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자연문화유산이라는.

특수한 자연조건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변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내용을 도출해내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더 충분한 자,

료와 시간을 토대로 해서 자연문화유산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연수의 가장 일차적인

성과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환경교육의 인프, , , .

라와 내용 그리고 운용의 측면을 고루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뱀필, .

드의 탐방을 취소하고 록키의 자연문화유산 탐방으로 대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뱀필드 온대우림과 원시림 탐방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 교통편으로 접근

이 어렵고 숙박을 하는 트래킹으로 가능한 일정이라 단기 연수 활동에서 취지를,

살려내기가 어려운 데다가 뱀필드 인근에 위치한 캐더드럴 그로브 주립공원의

탐방으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할 수 있다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온대원시우림이어서 접근이 용이하고 온대우림과 원주민의 문화에 대한 안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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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잘 되어 있는 곳이라 연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다.

연수 성패의 가장 일차적인 판단은 연수팀원의 만족도이다 이번 연수팀원 모.

두 연수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연수팀원의 사전모임과 현.

지에서의 팀웍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통해서 연수팀원 모,

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연수의 성패 여부는 연수팀의 팀웍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일정변경에 대한 의견의 상충이 있었으나 현지답사에 대한 상황을 통해 서로 무

리 없이 합의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일부 팀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지에서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그 결.

과 연수의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연수성과와 나눔연수성과와 나눔연수성과와 나눔연수성과와 나눔2.2.2.2.

연수성과연수성과연수성과연수성과1)1)1)1)

경험적으로 체득된 지식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단기.

간에 이루어진 연수의 성과는 경험과 이력에 따라 그리고 취향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 평가를 하나로 묶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 .

으로 공유될 수 있고 동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의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숲해설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물론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에서 일부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

다. 우리가 연수를 다녀온 주의 세 기관에는 모두 환경교육과 관련해 해설가우리가 연수를 다녀온 주의 세 기관에는 모두 환경교육과 관련해 해설가우리가 연수를 다녀온 주의 세 기관에는 모두 환경교육과 관련해 해설가우리가 연수를 다녀온 주의 세 기관에는 모두 환경교육과 관련해 해설가BCBCBCBC

를 운용하고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 양성된 사람들은를 운용하고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 양성된 사람들은를 운용하고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 양성된 사람들은를 운용하고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 양성된 사람들은,,,,

아니었다아니었다아니었다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했거나 기관의 회원인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

이들은 대부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다듬어놓은 그 지역의 식생과 숲대부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다듬어놓은 그 지역의 식생과 숲대부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다듬어놓은 그 지역의 식생과 숲대부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다듬어놓은 그 지역의 식생과 숲

의 특징 환경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주의 특징 환경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주의 특징 환경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주의 특징 환경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주, ,, ,, ,, ,

상세한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을 구축상세한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을 구축상세한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을 구축상세한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을 구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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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메뉴얼이 취약하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고 정보의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환경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들이 갖추어,

지기도 전에 주체적이고 관념적인 요소는 너무 앞서 나가 있다 즉. , 눈높이는 높눈높이는 높눈높이는 높눈높이는 높

아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들이 준비되아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들이 준비되아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들이 준비되아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들이 준비되,,,,

어 있지 않는 것어 있지 않는 것어 있지 않는 것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숲해설가라는 숫자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과 기반 소프트웨어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봐도 그렇다. 프로그프로그프로그프로그

램이나 메뉴얼과 같은 소프트웨어 환경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의 요소들은램이나 메뉴얼과 같은 소프트웨어 환경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의 요소들은램이나 메뉴얼과 같은 소프트웨어 환경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의 요소들은램이나 메뉴얼과 같은 소프트웨어 환경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의 요소들은,,,,

준비가 덜되어 있는 반면 휴먼웨어들만 들어나고 있는 형편준비가 덜되어 있는 반면 휴먼웨어들만 들어나고 있는 형편준비가 덜되어 있는 반면 휴먼웨어들만 들어나고 있는 형편준비가 덜되어 있는 반면 휴먼웨어들만 들어나고 있는 형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숲해설과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프로그램들이 제,

대로 메뉴얼화 되어 있는 작업은 거의 없거나 활동가 개인차원에서만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프라인 책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얻어지는 해설프로그램 온라. , , ,

인 사이트 등을 통해 얻어지는 해설프로그램은 내용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크

게 새롭거나 독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숲해설과 환경교육프로그램이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숲해설과 환경교육프로그램이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숲해설과 환경교육프로그램이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숲해설과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그 지역 장소 대상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얻어진 것 검증 들그 지역 장소 대상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얻어진 것 검증 들그 지역 장소 대상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얻어진 것 검증 들그 지역 장소 대상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얻어진 것 검증 들( )( )( )( )․․․․ ․․․․
을 수정 보완하여 하나의 스탠더드 한 메뉴얼로 제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을 수정 보완하여 하나의 스탠더드 한 메뉴얼로 제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을 수정 보완하여 하나의 스탠더드 한 메뉴얼로 제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을 수정 보완하여 하나의 스탠더드 한 메뉴얼로 제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여

겨진다 바로 그 활동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명확 타당하게 자료화하여 구축. ․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진 메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숲해설

환경교육 지도자를 교육하는 기관이었지만 이들 연수 기관 관계자들은 메뉴얼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많은 현장 참관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숲해설 환.

경교육의 대상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의 변화무상한자연의 변화무상한자연의 변화무상한자연의 변화무상한

사건 을 체험하는 것이 의도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것 보다 더 중요사건 을 체험하는 것이 의도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것 보다 더 중요사건 을 체험하는 것이 의도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것 보다 더 중요사건 을 체험하는 것이 의도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것 보다 더 중요(EVENT) ,(EVENT) ,(EVENT) ,(EVENT) ,

하다하다하다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모렐 보호지의 경우는 이런 자연사건체험이 모든 것에 안내자의 역량차이보-

다도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다 숲해설 환경교육을 운용할 때 메뉴얼에만 의존하- .

면 현장 숲속 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순간순간의 사건들에 대해 참여하는 대, ( )

상과의 교감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마찬가

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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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연수지의 경우 대부Self-Guide .

분 다양한 을 개발해서 그 장소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생태감Trail ,

수성과 생태철학의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브로셔에 담아내고 있Self-Guide

었다 주로 일반 마스터 제작되어 있고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은 손쉽게 구할 수. ,

있게 비치되어 있었다 인쇄제작비 때문인지 매표한 사람만 받을 수. All-Color

있고 등산로 몇 등 단순 지리정보와 식물동물 지식정보 위주의 내용들로 편, Km

성 되어 있는 우리의 브로셔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특히 외관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브로셔가 필요외관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브로셔가 필요외관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브로셔가 필요외관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브로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환경.

생태관련 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두 일반적

인 기본정보 사항들을 중심으로 외관과 디자인에 치우친 브로셔들이 많다 그러.

나 일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에서도 가벼운 인쇄를 통해서 시기와,

대상에 따른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숲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수활동 외에 공원이나 인류학박물관‘ , ,

연어부화장 등의 장소를 탐방한 것은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선진국의 환경연수’ .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환경교육의 인프라 기반 를 보는 것이( )

다 기본적으로 상상력은 경험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환경교육의 질은 환경교. .

육의 인프라가 되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통해서 더욱 높아질 것이고 숲해설도 숲,

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이 깊어 갈수록 그 질도 높아져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환.

경교육의 일차적인 인프라인 자연환경을 보고 체험하는 것은 연수의 가장 중요

하고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연수의 내용 중 프로그램으로서의 연수는 사실 정보의 세계화 속에서 특,

히 정보강국인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알려져 있는 큰 차별성이 없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 그러나 연수팀원 개개인이 그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자연환경의 조건과.

차이 속에서 내용의 변별성과 질의 차별성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연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숲해설이 다만 하,

나의 프로그램 만으로 이해되고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 ’ .

온 사람들의 삶과 역사 일상에서 늘 고려하고 실천되어야 하는 환경 철학 등 가,

장 당연 하다고 여기는 사실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인드가 숲해설 환경교육( ) ,當然

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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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성과물의 나눔연수성과물의 나눔연수성과물의 나눔연수성과물의 나눔2)2)2)2)

연수 성과는 이 연수에 참가한 팀원마다 다르겠지만 각자 소속되어 있는 단체,

나 기관의 커나란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하여 원칙적으로 모. ,

든 자료를 공유하고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결과물들이 사회적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하고 강연 기고 상영 프로그램기획의 지원과 자문 등을 기획하였다, , , , .

그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연수원연수원연수원연수원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형식 및 기타형식 및 기타형식 및 기타형식 및 기타

박종숙

경기( )

학교숲 생태교육연구회 부천지역 초등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캐나다의 환경교육 사례발표 부‘ ’ (2005.11.10

천 계남초등학교)

강연

고양시 일산 별아산 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캐나다‘●

숲해설 사례발표 화정 동화나라 어린’ (2005.11.17 /

이도서관)

강연

고양시 일산 숲생태안내자 대상 강연 예정(2006.1 )●

정미경

광주( )

인터넷 시민의 신문 온대우림 탐방 기획 연재‘ ’● 웹 지면 기고,

광주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한 강연 예정(2006.1 )● 강연

박영래

대구( )

대구 환경교육 활동가와 함께 한 캐나다의 숲 해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보고회’ (2005.11.17)

강연

연수자료*

부 부PPT1 , 2

제작

심선옥

손정원

박 휘

서울( )

숲해설심화특강 해외의 숲해설 환경교육현황 발표‘ ’●

사 산림문화콘텐츠 연구소 주최 풀빛문(2005.11.3. ( ) /

화연대 주관 풀로엮은집 강의실/ )

기획지원

환경교육 활동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주●

제 발표 풀빛문화연대 사 산림문화콘텐(2005.11.25. , ( )

츠 연구소 주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강의실/ )

강연

보고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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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후기후기후기3.3.3.3.

이 곳 를 찾는 가장 많은 이용자 는 누구인가요 란 질문에‘ Wildwood (user) ?’

해설가 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 이라고 대답했다J ‘ ’ .

의 해설가가 되려면 이란 질문에‘Morrell ?’

관계자는 조건이 있다면 건강해야 하고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 ,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 대답했다’ .

연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심 연수팀원- 00

캐더드럴과 바다를 끼고 자전거를 탔던 스탠리 파크를 보며 내심 우리나라에

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이러한 숲과 공원들이 개인의.

기부나 혹은 시민의 힘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

을 수 없다 시민의식과 그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현실을 가져다주는.

지 알 수 있겠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예전부터 사용해왔지만 여전히 교.

과서 문구로 박제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본다면 이곳의 환경교육 뿐만이 아니

라 이들이 펼치는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다분히 좋은 환경과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 교육이나 자연 체

험들이 보다 활성화 되어 있고 대중화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진정 우리의,

숲을 위해서 라면 그러한 단순 비교보다는 자연과 숲을 향한 의식과 생각이 얼

마나 진정한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제 우. ,

리가 진실로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와일드 우드 숲에서 제이에게 듣게 되었듯

이 말이다 사전에 공부를 좀 더 잘 해뒀더라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담아왔을.

생각을 하니 아쉽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을 다시금 새기고 돌아온다. .

손 연수팀원- 00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박 연수팀원. - 00

일 년에 한번 씩은 꼭 나가봐야겠다 박 연수팀원. - 00

해외 환경교육연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다만 지원비용이 적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한다 좀 더 실질적인 연수. .

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더욱 들어가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연수란 것.

은 연수를 통해서 연수 팀원이 발전하고 그 연수팀원의 발전을 통해서 환경교육

과 숲해설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공개를 꺼리는 연수팀원-

이번 연수는 가격 대비 성능으로 치면 최고에 해당한다. -





일정 및 방문 정보 위의 지도는 연수 기간 내 경유한 지역을 표시일정 및 방문 정보 위의 지도는 연수 기간 내 경유한 지역을 표시일정 및 방문 정보 위의 지도는 연수 기간 내 경유한 지역을 표시일정 및 방문 정보 위의 지도는 연수 기간 내 경유한 지역을 표시( )( )( )( )◆ ※◆ ※◆ ※◆ ※

datedatedatedate 일 정일 정일 정일 정 정보정보정보정보

일24
밴쿠버도착 탐방Queen Elizabeth park Harrison Hot▶ ▶

경유 에서 박spring Hope 1▶

Queen Elizabeth parkQueen Elizabeth parkQueen Elizabeth parkQueen Elizabeth park【 】【 】【 】【 】

주소 / Cambie St. at West 33rd Ave., Vancouver, British Columbia◎

V5X 1C5, Canada

전화 / 604-257-8584◎

기타 입장료 없음 공항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중간/ . .◎

온실 은 유료(Bloedel Floral Conservatory)

일25

방문자센터와 읍내 경유Hope Kamloops Visitor centre▶

세계문화유산인 내 셀Jasper National Park Mt.Robson▶

프가이드 코스 탐방 후 시내에서 박1

Kamloops Visitor centreKamloops Visitor centreKamloops Visitor centreKamloops Visitor centre【 】【 】【 】【 】

주소 / 1290W. Trans Canada Hwy.◎

전화 / 250-374-3377◎

내Jasper National Park Mt.Robson【 】

주소 / P.O. Box 10 Jasper, Alberta T0E 1E0◎

전화 / 780-852-6176◎

일26
출발 탐방Jasper National Park Ice fields Banff▶ ▶

도착 및 시내에서 박National Park 1

Banff Information CentreBanff Information CentreBanff Information CentreBanff Information Centre【 】【 】【 】【 】

주소 / 224 Banff Ave. P.O. Box 1298, Banff, AB T0L 0C0◎

전화 / 403-762-0270 fax: 403-762-8545◎

일27

코스를 방문 방Banff Fenland Trail Minnewanka Lake▶

문 방문 에서 로 가는Lake Louise Sicamous Enderby▶ ▶

길에 벼룩시장 호박농장 경유 박. Hope 1▶



일28
연수Rynn Canyon Park Ecological Center Horseshoe▶

밴쿠버아일랜드 도착 나나이모 박Bay ferry 1▶

Rynn Canyon ParkRynn Canyon ParkRynn Canyon ParkRynn Canyon Park【 】【 】【 】【 】

주소 / Lynn Canyon Park, 3663 Park Road. North Vancouver,◎

B.C. V7J 3G3.

전화 / 604-981-3103◎

기타 밴쿠버에서 버스/ westlynn#229, lynn Valley#228◎

일29
연수 연수Wildwood Morrell Nature Sanctuary▶ ▶

벽화마을 방문 나나이모 박Chemainus 1▶

WildwoodWildwoodWildwoodWildwood【 】【 】【 】【 】

주소 / Wildwood, 2929 Crance Road, Ladysmith◎

전화 / 250 -245 -5540◎

기타 현재 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 TLC(The Land Conservancy)◎

기 때문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지부로 연락해TLC

야 함.

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Morrell Nature Sanctuary【 】【 】【 】【 】

주소 / 787 Nanaimo Lakes Road Nanaimo, B. C. V9R 3C2◎

전화 / 250-753-5811. Fax 250-754-3093◎

일30
연수Morrell Nature Sanctuary MacMillan Cathedral▶

온대우림 탐방 밴쿠버 박Grove Provincial Park 1▶

MacMillan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MacMillan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MacMillan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MacMillan Cathedral Grove Provincial Park【 】【 】【 】【 】

찾아가는 길 번 고속도로 이용 에서 서쪽으로/ 4 (Qualicum Beach◎

에서 동쪽으로 카메론 호수 의25km, Port Alberni 16km) (Cameron Lake)

끝부분

전화 / 250-248-9460◎

기타 입장료 없음/◎

http://wlapwww.gov.bc.ca/bcparks/explore/parkpgs/macmillan.htm



일1
밴쿠버 방문 밴쿠버 서점 방문Stanley Park Bike tour ▶

밴쿠버 박1▶

Stanley ParkStanley ParkStanley ParkStanley Park【 】【 】【 】【 】

기타 밴쿠버시내에서 분 거리/ 15◎

일2

Pacific Spirit Regional Park & Museum of Anthropology

견학 에 위치한 연어부화장 전시관 견of UBC Capilano▶ ․
학 밴쿠버 박1▶

Pacific Spirit Regional Park & Museum of Anthropology of UBCPacific Spirit Regional Park & Museum of Anthropology of UBCPacific Spirit Regional Park & Museum of Anthropology of UBCPacific Spirit Regional Park & Museum of Anthropology of UBC【 】【 】【 】【 】

주소 / 6393 N. W. Marine Drive Vancouver, B.C. V6T 1Z2◎

전화 / 604-822-5087/3825◎

기타 버스 밴쿠버에서 외 다수 방향을 경/ #4,9,17,25,41,43, 44 UBC◎

유 대학에 도착하여 구내 지도를 활용하면 편리.

http://www.moa.ubc.ca/visitor/index.php

카필라노 연어부화장카필라노 연어부화장카필라노 연어부화장카필라노 연어부화장【 】【 】【 】【 】

주소 / 1610 Mt. Seymour Rd. | Capilano River Regional Park◎

(Capilano Road), Vancouver, British Columbia V7G 1L3, Canada

전화 / 604-432-6350◎

기타 무료입장 밴쿠버에서 약 분 거리/ . 10◎

일3 일 한국 도착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 4



연수 관련 지도연수 관련 지도연수 관련 지도연수 관련 지도◆◆◆◆

밴쿠버 아일랜드 내 캐디드럴 그로브 공원 찾아가는 길밴쿠버 아일랜드 내 캐디드럴 그로브 공원 찾아가는 길밴쿠버 아일랜드 내 캐디드럴 그로브 공원 찾아가는 길밴쿠버 아일랜드 내 캐디드럴 그로브 공원 찾아가는 길

린캐년 에코 센타 찾아가는 길린캐년 에코 센타 찾아가는 길린캐년 에코 센타 찾아가는 길린캐년 에코 센타 찾아가는 길



퀸 엘리자배스 공원 지도퀸 엘리자배스 공원 지도퀸 엘리자배스 공원 지도퀸 엘리자배스 공원 지도

모렐 보호지 찾아가는 길모렐 보호지 찾아가는 길모렐 보호지 찾아가는 길모렐 보호지 찾아가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