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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1.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 선진사례 연수

배경 및 목적2.

환경교육 환경해설 의 성과는 교사 또는 지도자에 달려있다 각 단체별로 진행되( ) .

고 시행되고 있는 환경해설가들의 질 향상과 나아가서는 공동인증제 도입을 위해

일본의 각 단체별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를 방

문 등을 통해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함.

환경교육 환경해설 의 성패는 교사 또는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한다 즉 환경교육( ) .◦

의 질은 교사나 지도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교사나 지.

도자가 만물박사나 슈퍼맨처럼 환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필요로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폭넓은 지식과.

해박한 식견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함께 풍부한 생태적 상상력과

넘치는 환경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풍부한 생태적 상상력과 환경감수성을 갖.

춘 지도자의 육성이 바로 환경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숲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숲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자 하는 수요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년부터 국립수목원에. 1995

서 초등학교 학년생을 대상으로 녹색수업을 년부터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5 , 1999

는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그리고 년도부터 산음자연휴양림 숲, 2001

속 수련장에서 산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숲해설이 포함된.

다양한 산림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 생명의숲국민운동 사 숲해설가협회 사 생태산촌만들( ) , ( ) , ( )◦

기모임 종로시니어클럽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각종 숲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 , ․
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숲 체험과 숲을 소재로 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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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그 양적인 측면에서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단체에서는, .

자체적으로 숲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에서 교육,

을 이수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해설가 숲해설가 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초로( )◦

년 국민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자연 산림 안내인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1988 ( )

을 개설한 이래 사 숲 해설가 협회 사 숲 연구소 등에서 환경해설가 숲 해설가( ) , ( ) ( )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각 단체에서 실시 중인 환경해설가 숲 해설, (

가 양성프로그램을 공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주 일 근무제의 확산 주 일 수업제의 도입 초중고교의, 5 , 5 , ․ ․
특별활동시간의 확대 등으로 환경해설가 숲 해설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

전망되며 이에 따른 환경해설가 숲 해설가 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환, ( ) .

경해설가 숲 해설가 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숲 해설 서비스를 국( )

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경해설가 숲 해설가 프로그램에 대( )

한 인증과 환경해설가 숲 해설가 에 대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 일제 근무제에 주목해야 한다 일상여가 문화의 폭발적 변화가 예상되, 5 .◦

는데 놀고 쉬는 소비적인 여가에서 생산적인 여가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적인 여가는 뭔가 가치 있고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생,

계도모와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여가적 속성을 갖고 있다.

자신의 자아를 다채롭게 실현하고 싶은 욕망의 확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더듬,◦

어 보는 자아가 생산적인 여가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대도시의 중산층,

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 있는 문화적 체험을 수반하는 일상적이며 생

산적인 여가의 욕구 증대가 확대될 것이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취미에 몰두하고 직접 생산노동에 참여하는데 주저하◦

지 않으며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경제의 시대 정치의. ,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이가 진행되면서 참여를 통한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확대는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환경해설가를 양성하,

는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사 환경교육학회가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환경, ( )◦

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교육사 가, “ (

칭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어 향후 공신력 있고 체계적인 환경해설)”



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운영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림청에,

서도 산림법분법과정을 통해 산림휴양문화진흥법 에 숲해설가 양성과 양성기“ ”․
관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환경해설가 환경지도자 양성을( )◦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환경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 국내 사례는 없으며 환경해설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

며 인증된 교육과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환경단체에 의해 양성되는 환◦

경해설가의 질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동인증제도 도

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환경해설가 관련 민간자격,

증제도와 인증제도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수는 한국의 민간환경단체 중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해설가 환경지도자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 )

정을 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주요 환경교육관련 단체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을3

대상으로 일본의 선진사례답사를 통하여 향후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의 구축

과 함께 환경해설가 환경지도자 공동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구체( )

적이며 실천적인 환경해설가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

연수 내용3.

본 연수는 경기민간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실무자들과 한국의 민간환경단체 중 환◦

경교육을 중심사업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

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환경해설가와 관련하여 민간자격증이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수목환경◦

네트워크협회 가 주관하는 전국삼림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관하( ) Green Saver,聚

는 산림인스트럭트 안내자 등의 사례와 함께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이( ) CONE( )

주관하는 자연체험지도자 등록제도와 사 일본야조회가 주관하여 인증하는 레인( )

져 환경해설가 가 인증하는 지도자인증제(Ranger, ), RAC(River Activities Council)

도 공동보험제도 등 등 민간환경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환경해설가 인증제도,

를 중점적으로 사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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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환경교육관련 단체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선진사례답사◦

를 통하여 향후 한국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환경해설가 환경지도(

자 공동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환경해설가)

공동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연수 방법4.

전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가 교사 인증제 추진예정인 관계 팀으로, , NGO,◦

구성하여 각자 역할분담을 통해 일본의 개 단체와의 내부 워크숍과 현장 방문6

연수 기간 년 월 일 일 박 일: 2005 6 22 ~ 28 (6 7 )◦

연수 준비 단계◦

참여자들 사이에 공동인증제에 대한 이해 수준과 입장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도-

록 사전 워크샵을 개최한다.

일본의 공동인증제에 대한 자료집을 제작하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연수 과정 단계◦

방문단체 일정이 끝난 뒤 집중 토의 시간을 가져 각 인증제의 특징과 장단점- ,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평가 기준을 미리 작성한다, .

연수 사후 단계◦

귀국 후 참가자 전체 토론회를 통해 국내에 공동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 절- ,

차 기준 운영시 유의점 법제적 보완점 등에 대하여 공동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연수 방문단체◦

□ 강에서 배우는 체험활동협의회 (River Activities Council)

http://www.rac.gr.jp/index.html

□ 메구로구 국립과학관 부설 자연교육원자유일정( )http://www.ins.kahaku.go.jp/

□ 국립과학박물관자유일정( ) http://www.kahaku.go.jp

□ 야쯔히가타 자연관찰센터자유일정( )

http://www.city.narashino.chiba.jp/~yatsu-tf/

□ 재( )KEEP(Kiyosato Education Experiment Project) http://www.keep.or.jp

재 일본야조회( ) (Wild Bird Society of Japan) http://www.wbsj.org/□

□ 혼다의 숲 : http://www.honda.co.jp/hellowoods/

단체사진 국립청소년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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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명단5.

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직 책직 책직 책직 책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역할분담역할분담역할분담역할분담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정병준 사무처장 019-388-5730 총괄팀장

수원환경운동센터 이진선 010-6656-6816 혼다의 숲

수원환경운동센터 홍은화 환경교육팀장 011-1771-4947 혼다의 숲

푸른서천21 김억수 사무국장 011-9420-8203 CONE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용포 생태교육팀장 016-691-7099 CONE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유승철 환경센터 교육부장 011-676-2025 비디오 찰영

여성환경연대 생태안내자 모임 울림' ' 문영란 대표 011-9773-9007 CONE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부장 010-9589-0007 Rac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진구 사무처장 017-288-9400 카메메 촬영

시흥YMCA 서경옥 생태안내자 청미래 회원 010-9800-3467 Rac

울산환경운동연합 오영애 사무차장 011-9315-6841 Rac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주선희 018-210-8677 자료연구 및 수집

사 생명의숲국민운동( ) 김수환 운영 위원 011-9557-1870 야조회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김가희 대표 011-792-9163 야조회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이우정 하천교육국장 011-9717-0030 야조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 이상현 연구교육실장 011-9424-2286 후레아이 자연숙

동네 작은 산을 지키는 시민모임 조혜란 총무 019-317-3170 후레아이 자연숙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최미아 생태안내자 자원활동가, 011-9018-5649 KEEP

서귀포환경의제 협의회21 강창완 사무국장 011-639-6331 KEEP

그린순천 추진협의회21 임승관 간사 011-635-2836 KEEP

그린순천 추진협의회22 한혜순 자연해설가 018-614-8387 KEEP

금정중학교 김화선 전교조 서울지부 016-223-3565 메구로구자연교육원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김광철 회장 011-494-6183 아이찌 박람회

사 환경교육센터( ) 장미정 국장 016-475-8911 아이찌 박람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두림 참교육실천위원장 016-247-5597 아이찌 박람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전순례 교육사업부 부장 019-403-1330 비디오 찰영

시화호생명지킴이 한미선 교육팀장 011-9568-8127 도요다의 숲

분당환경시민의모임 김경희 사무국장 019-356-8263 전체 기록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서승만 사무국장 011-776-8925 영상 편집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사람들 위정수 상근활동가 011-9765-7644 도요다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김미라 생태교육팀장 016-479-1811 통역



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

날짜날짜날짜날짜 일 정일 정일 정일 정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월 일6 22

수요일( )

인천 나리타 혼다의 숲→ →

숙소→
혼다의 숲․

월 일6 23

목요일( )

한일 환경교육현황 워크샵․
오전 과: CONE․
오후 일본야조회 및:․

동경항야조공원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의 현황(KEEN)․
과 발전 방향 소개

현황과 형성 과정CONE․
재 일본 야조회( )․

월 일6 24

금요일( )

오전 : RAC․
오후 동경만 야조공원:․

강에서 배우는 체험활동협의회(Rac)․
동경만 야조공원․

월 일6 25

토요일( )
자유일정

메구로구 국립과학관 부설 자연교육원․
국립과학박물관․
야쯔히가타 관찰센터․

월 일6 26

일요일( )

다누끼호 후레아이 자연숙

KEEP

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JEEF․
운영진과 간담회( )

자연체험하우스 및 주변시설

과 간담회 및 둘러보기KEEP․

월 일6 27

월요일( )
아이찌박람회

아이찌박람회 관람․
연수 종합평가․

월 일6 28

화요일( )
토요타의 숲

토요타시 토요타의 숲․
나고야 공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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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이동 동선일본 내 이동 동선일본 내 이동 동선일본 내 이동 동선□□□□

도찌기현 혼다의 숲-

도쿄도 동경항야조공원 발견의 숲- ,

찌바현 야쯔히가타자연관찰센터-

시즈오까현 다누끼호후레아이자연숙-

야마나시현 자연학교- KEEP

아이찌현 아이찌박람회 및 토요타의 숲-

연수방법연수방법연수방법연수방법☐☐☐☐
현장 탐방①

현장 담당자 및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②

현장 프로그램 참가③

현장 탐방 후 매일 자체평가④

국내 적용 방안 마련⑤

현장 홈페이지 및 각종 수집 자료 번역⑥



기대 효과6.

◦◦◦◦ 공동인증제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공동인증제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공동인증제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공동인증제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공동인증제는 해설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

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의 사정에 따라 공동인증제에 대해 오해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수를 통하여 인증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높이고 오해.

를 제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해설가 직무 분석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해설가 직무 분석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해설가 직무 분석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해설가 직무 분석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공동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설가의 직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타당성을 갖춘-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수를 통하여 일본에서 실시해 온 주제별 인증제와 공동.

인증제의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 등을 참고함으로써

공동인증제 도입시 예측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공동인증제 도입시 예측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공동인증제 도입시 예측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공동인증제 도입시 예측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갈등 요인 불확실성 등을 최- , ,

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환경해설가로 활동해 온 사람들의 경력을 인정하는 방. ,

법 등을 참고하여 인증제 도입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공동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공동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공동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공동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
화할 수 있다화할 수 있다화할 수 있다화할 수 있다....

공동인증제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인증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다수의 단체와 개인이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도록 이해관.

계를 조절하고 지속적인 사후교육과 질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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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모임7. ․

사전모임사전모임사전모임사전모임

차 모임차 모임차 모임차 모임1111

가 모임일시 년 월 일 월. : 2005 6 6 ( )

나 모임장소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

다 참여인원 명. ; 21

라 모임내용 방문지에 대한 통한 사전교육 및 역할분담. ; PPT

차모임차모임차모임차모임2222

가 모임일시 년 월 일 금. : 2005 6 17 ( )

나 모임장소 경기도지방공무원연수원. :

다 참여인원 명. ; 28

라 모임내용;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 선진사례 연수는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 선진사례 연수는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 선진사례 연수는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 선진사례 연수는 전국에

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가 교사 인증제를 관련한 팀으로 구성하여 각자 역, , NGO,

할분담을 통해 환경해설가들의 질 향상과 나아가서는 공동인증제 도입을 위해 일본

의 각 단체별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를 방문 등을

통해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년 월 일 일 박 일2005 6 22 ~28 (6 7 )

일본 혼다의 숲 야쯔히가타자연관찰센터 다누끼호후레아이자연숙 자연학교, , , KEEP ,

토요타의 숲을 공식일정으로 한일 환경교육현황 워크샵을 국립올림픽 청소년 센타․
에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의 현황과 발전 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현황(KEEN) CONE

과 형성 과정과 강에서 배우는 체험활동협의회 재 일본 야조회에 대한 집중(Rac), ( )

토론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일본 연수시 역활 분담과 일본 동경 자료 및 사례집. npo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다 또한 연수참가에 대한 떠나기전 준비물을 사전에 체크 하였.

으며 항공권예매 여권비자 발급 일본내 교통예약 숙소예약 연수자료집 이름표( , , , , ,․
를 준비 사무국에서 연수준비 연수지 협조공문발송 및 체험활동 참가신청을 하였다) .



사후모임사후모임사후모임사후모임

차모임차모임차모임차모임1111

가 모임일시 년 월 일 토. : 2005 12 17 ( )

나 모임장소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

다 참여인원 명. ; 17

라 모임내용;

각 단체별로 환경해설자 양성과정 진행시 일본사례의 보고와 환경교육센터 건립 사

례의발 표와 그 밖의 교구활용 및 공동인증제 논의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공동인증제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해설가 직무 분석과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공동인증제 도입시 예측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공동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였다.◦

차 워크샵차 워크샵차 워크샵차 워크샵2222

가 모임일시 년 월 일 수 예정. : 2006 1 25 ( )

나 모임장소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

다 참여인원 명. ; 40

라 모임내용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국내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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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보고8.

첫 번째 연수 한일 환경교육현황 워크샵 현황과 형성 과정: / CONE․
주 소 토쿄도 신쥬쿠구 신쥬쿠: 160-0022 5-7-8　〒

트인즈 신쥬쿠 빌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eld( )6F新宿ツインズ ビル

전 화 : 03-5363-2501 (FAX)03-5363-2502

담 당 자 와카바야키 이사 트레이너: (CONE , )

홈 페이지 : www. cone.ne.jp

1. CONE1. CONE1. CONE1. CONE

은 일본의 다양한 자연체험 관련CONE(Council for Outdoor and Nature Experriences)

단체와 개인들이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만든 법인이다 자연체험활동헌장의 정신에 바탕NPO .

을 두고 자기 단체 자기 지역 자기 영역에만 활동을 국한하지 않고 서로 간의 교류 협력, , , ,

을 통해 더 확대된 자연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류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의 역사의 역사의 역사의 역사2. CONE2. CONE2. CONE2. CONE

창립동기창립동기창립동기창립동기2-1.2-1.2-1.2-1.

일본 각 지역에 자연체험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있었지만 활동에 대한 공유나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연체험활동 단체 사이에 정보의 공유와 교류와 협력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다CONE .

추진과정추진과정추진과정추진과정2-2.2-2.2-2.2-2.

자연체험지도자연구회 설립- (1999. 1. 25)



정보의 공유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각 부처의 지원을 받고 자,

연체험지도자연구회가 설립이 되었다.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설립- (2000. 5. 30)

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통해 자연체험활동헌장 등록제도 공동커리큘럼 따위를 마련했다1 , , .

그 결과 년 월 일에 승인을 받고 그 해 월 일 설립이 되었다2000 3 6 , 5 30 .

법인 등록- NPO (2002. 3. 1)

법인 등록을 통해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의 현재 현재의 현재 현재의 현재 현재의 현재 현재3. CONE (2005. 3. 18 )3. CONE (2005. 3. 18 )3. CONE (2005. 3. 18 )3. CONE (2005. 3. 18 )

조직 현황조직 현황조직 현황조직 현황3-1.3-1.3-1.3-1.

처음 개 단체로 시작한 은 년 월 일 현재 개 단체가 가입을 해서 활동80 CONE 2005 3 18 247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도자 양성단체는 개이다. 158 .

자연체험활동지도자 등록 현황자연체험활동지도자 등록 현황자연체험활동지도자 등록 현황자연체험활동지도자 등록 현황3-2.3-2.3-2.3-2.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은 리더 인스트럭터 코디네이터 트레이너로 나누고 있다 현재 리, , , .

더 명 인스트럭터 명 코디네이터 명 트레이너 명이 등록되어 있다12,487 , 1,268 , 1,159 , 322 .

자연체험활동헌장자연체험활동헌장자연체험활동헌장자연체험활동헌장4.4.4.4.

조직이념인 자연체험활동헌장을 만들기 위해 년이 걸렸다 관과 함께 만들다 보니 의견조1 .

율이 어려웠던 것이다 자연체험활동헌장은 의 영혼이다. CONE .

자연체험활동헌장자연체험활동헌장자연체험활동헌장자연체험활동헌장< >< >< >< >

자연의 신비로 가득 찬 불가사의한 힘을 만날 때 사람은 깊은 감동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

다 그것은 인간이 원래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때문이 아닐까 지구. , .

에 사는 모든 생물이 함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기,

위해 우리는 자연체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체험은.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과 몸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

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좋은, .

지도자 체험과 배움의 방법 활동의 장소가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체험의, , .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퍼지고 그 활동이 적극적으로 행해,

질 것을 바라며 여기에 자연체험 활동 헌장을 정한다.

　

하나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 속에서 놀며 배우고 감동하는 기쁨을 전한다. , .

하나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른다. , , .

하나 자연체험 활동은 풍부한 인간성과 마음이 통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만든다. , .

하나 자연체험 활동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와 사회를 창조한다. , .

하나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의 힘과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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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자연체험활동 지도자의 구성 자연체험활동 지도자의 구성 자연체험활동 지도자의 구성 자연체험활동 지도자5. CONE -5. CONE -5. CONE -5. CONE -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역할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역할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역할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역할5-1.5-1.5-1.5-1.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은 크게 자연체험활동 리더 자연체험활동 인스트럭터 자연체험, ,

활동 코디네이터 자연활동체험 트레이너를 나누고 있다 와카바야키 이사는 리더 인스트럭, . ,

터 코디네이터가 단계별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에서는 각각의, . CONE

역할이 있고 그것들이 다 중요하다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게, .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역할표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역할표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역할표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역할< >< >< >< >

유 형유 형유 형유 형 역 할역 할역 할역 할

리 더리 더리 더리 더

자연체험활동 리더의 양성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수를 수료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이며 지도자 양성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당일 명 정도의 인원을 주위의 자연으로 안내할 수 있다- 10 .

인스트인스트인스트인스트

럭트럭트럭트럭트

자연체험활동 인스트럭터의 양성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수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며 지도자 양성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소수의 인원을 주위의 자연으로 안내하는 자연체험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 .

코디코디코디코디

네이터네이터네이터네이터

- 자연체험활동 코디네이터의 양성과정을 수료하였고 지도자 양성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주변 자연을 현장으로 한 자연체험활동의 기획과 운영 리더와 인스트럭터가 활동할 수- ,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공통교육과정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공통교육과정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공통교육과정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공통교육과정5-2.5-2.5-2.5-2.

참가단체는 반드시 지도자 양성과정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에서 운영하CONE . CONE

는 자체교육은 없으며 의 역할은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것이다, CONE



표 지도자 양성 공통교육과정표 지도자 양성 공통교육과정표 지도자 양성 공통교육과정표 지도자 양성 공통교육과정< >< >< >< >

유 형유 형유 형유 형 공통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공통교육과정

리 더리 더리 더리 더

공통교육과정 시간21

자연체험 활동이념 시간 자연에 대한 이해 이론 시간 실기 시간 참가자에 대(1 ) ( 1 , 2 )① ② ③

한 이해 이론 시간 실기 시간 사회문화와의 관계 이론 시간 실기 시간 안전( 1 , 1 ) ( 1 , 2 )④ ⑤․
대책 시간 자연체험활동 지도방법 시간 자연체험활동 기초기술 시간 프로그(4 ) (4 ) (3 )⑥ ⑦ ⑧

램 개발방법의 기초 시간(1 )

인스트인스트인스트인스트

럭트럭트럭트럭트

공통교육과정 시간22

자연체험 활동이념과 실천 시간 참가자에 대한 이해 인스트럭터로서의 다짐과 자(2 ) ,① ②

기이해 시간 안전대책 시간 자연체험활동 기초기술과 지도방법 시간 자연체(5 ) (5 ) (5 )③ ④ ⑦

험활동 기초기술 시간 프로그램 실제기획 시간 시험 시간(3 ) (4 ) (1 )⑧ ⑨

코디코디코디코디

네이터네이터네이터네이터

공통교육과정 시간20

자연체험 활동이념과 코디네이터의 역살 시간 안전관리 시간 사업기획 시간(2 ) (4 ) (5 )① ② ③

사업운영 시간 평가 시간 사전레포트 시간 시험 시간(5 ) (2 ) (1 ) (1 )④ ⑤ ⑥ ⑦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등록 과정자연체험활동 지도자 등록 과정자연체험활동 지도자 등록 과정자연체험활동 지도자 등록 과정5-3.5-3.5-3.5-3.

에 가입된 단체에서 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가운데 희망자는 에 자CONE CONE

연체험활동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가맹단체 보이스카웃 등 를 통해 이루. (YMCA, )

어진다 양성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가입단체에서 지도자로서 소양 실전경험 을 갖춘. ( )

사람은 이념교육 시간을 받으면 바로 에 등록할 수 있다1 CONE .

참가자 각 단체 공통교육과정 수료 단체 자격 취득 등록--> --> --> CONE

리더 과정을 마친 사람이 에 등록할 때 누가 심사하고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 CONE ?”

해 와카바야키 이사는 이 자격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등록은 가맹단체를 통해 이루“CONE .

어지는데 그 단체의 판단을 믿는다 가맹단체와의 신뢰관계가 기본이다 라고 대답했다. .” .

등록비는 년 간 천 엔인데 천 엔은 가입단체 천 엔은 에 귀속된다3 2 1 , 1 CONE .

의 구성의 구성의 구성의 구성6. CONE6. CONE6. CONE6. CONE

회원회원회원회원6-1.6-1.6-1.6-1.

에는 기업 개인 단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년 월 일 현재 정회원CONE , , . 2005 6 20 185,

일반회원 찬조회원 명이 가입되어 있다, 26 .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6-2.6-2.6-2.6-2.

지역위원회 홍보위원회 따위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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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회이사회이사회6-3.6-3.6-3.6-3.

전체 이사회는 년 회 개최하며 이사들 가운데 몇 명을 선정해서 개월에 한 번 일상 문제2 , 2

를 논의한다.

의 고민의 고민의 고민의 고민7. CONE7. CONE7. CONE7. CONE

지도자 재등록 과정지도자 재등록 과정지도자 재등록 과정지도자 재등록 과정7-1.7-1.7-1.7-1.

은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각 분야 영역의 자연체험활동 지도자를 어떻게 활용할CONE ,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재등록 과정. 3

에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다 왜 그럴까 취미로 리더활동을 하는 이들은. ?

에 다시 등록하고 활동하지만 더 많은 능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같은 단체CONE , YMCA

에서 활동한다고 한다 에서 교육받고 활동하는 이들은 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 YMCA CONE

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한다, YMCA .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문제해결을 위한 노력7-2.7-2.7-2.7-2.

재등록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등록 인원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은 가입단체들CONE

과 연계해서 공동이벤트를 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CONE

있도록 지역 을 설립하고 있다 지역활동과 교류 공유를 통해 의 필요성을 널리CONE . , CONE

확인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현재 카나가와현 과 고민을 공유하고 있고 오사카, CONE ,

과 지역교류를 하고 있다 포럼을 년에 한 번 박 일 실시하고 있다CONE . CONE 1 (2 3 ) .

문부성의 지원으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 만들기 캠페인 도 하고 있다 년에‘ ’ . 2004 71

곳을 만들었는데 소속단체와 함께 지역별로 만들고 있다, .

사무국장의 님의 이야기사무국장의 님의 이야기사무국장의 님의 이야기사무국장의 님의 이야기8. CONE8. CONE8. CONE8. CONE 重政子重政子重政子重政子

와카바야키 이사의 발표 도중에 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님이 왔다 잠시 그CONE .重政子

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걸스카웃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해서 지금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창립 때부터 관여했는데 년 월부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CONE , 2005 4 .

자기 단체 자기 지역 자기 영역에서만 활동을 국한하지 않고 더 넓히면서 활동을 하도록, ,

하는 게 의 목적이다 사무국 운영은 걸스카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여러 사람과 단CONE . .

체 서로 다른 사람과 단체들 사이에서 늘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사무국의 역할이다, CONE .

사무국의 과제는 활동을 위한 활동 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전CONE ‘ ’

단계로서의 활동이다.”

질의응답 내용질의응답 내용질의응답 내용질의응답 내용9.9.9.9. ․․․․
문 개인적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비의 쓰임새는문 개인적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비의 쓰임새는문 개인적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비의 쓰임새는문 개인적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비의 쓰임새는> ?> ?> ?> ?

답 개인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반드시 단체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 한다> . .



문 설립 이후 자연체험 활동 참여정도 프로그램 질 따위 의 변화문 설립 이후 자연체험 활동 참여정도 프로그램 질 따위 의 변화문 설립 이후 자연체험 활동 참여정도 프로그램 질 따위 의 변화문 설립 이후 자연체험 활동 참여정도 프로그램 질 따위 의 변화> CONE ( , )> CONE ( , )> CONE ( , )> CONE ( , )

답 행정에서는 처음엔 지역단체를 몰랐으나 나중에 활동 단체 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도자> ( ) .

들 역시 더 많이 더 넓은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단체간 정보의 교류와 취득도 확대되고 있다. .

문 자연체험과 자연해설의 차이문 자연체험과 자연해설의 차이문 자연체험과 자연해설의 차이문 자연체험과 자연해설의 차이> ?> ?> ?> ?

답 자연해설은 자연체험과 다른 분야이다 자연체험 속에 자연해설이 포함된다> . .

문 체험교육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하는가문 체험교육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하는가문 체험교육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하는가문 체험교육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하는가> ?> ?> ?> ?

답 교육을 의뢰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속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은 전혀> . CONE

관여하지 않는다.

문 의 대중적 인지도와 재등록 정도문 의 대중적 인지도와 재등록 정도문 의 대중적 인지도와 재등록 정도문 의 대중적 인지도와 재등록 정도> CONE ?> CONE ?> CONE ?> CONE ?

답 자연체험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다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다 전체> . .

명 가운데 재등록 대상은 여 명 이 가운데에서 여 명이 재등록을 하지 않15,000 2,000 . 600

고 있다.

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문제가 좀 줄어들었나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문제가 좀 줄어들었나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문제가 좀 줄어들었나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문제가 좀 줄어들었나> . ?> . ?> . ?> . ?

답 얻은 답은 어쨌든 자기 의지 이다 이미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보다는 새로운> ‘ ’ .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문 트레이너에 대해문 트레이너에 대해문 트레이너에 대해문 트레이너에 대해>>>>

답 각 단체에 트레이너가 한 명은 있다 트레이너만이 양성과정을 열 수 있다 트레이너가> . .

교육을 기획한 뒤에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 제안한다.

트레이너 종 종 교육은 에서 하는데 강사는 명 의 이사 이다(1 , 2 ) CONE , 6 (CONE ) .

트레이너 종은 기술 종은 기획 행정 재정 교육을 담당한다 수준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1 , 2 , , .

것이다 트레이너는 의 구조 지역활동 평가 관리 따위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CON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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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수 한일 환경교육현황 워크샵: ․
재 일본야조회( ) (Wild Bird Society of Japan)

주 소 : ￭ 151-0061 1-47-1本部事務所 東京都 谷 初台　 　〒 渋 区
빌딩 1小田急西新宿 Ｆ

￭ 센터 WING 191-0041鳥 際 東京都日野市南平と の （ ）緑 国 ー 〒
2-35-2 (042-593-6871 2 FAX : 042-593-6873)～

전 화 : 03-5358-3510 FAX : 03-5358-3608

홈페이지 : http://www.wbsj.org/

년대 후반부터 동경항의 매립이 시작되고 일부지역은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되고1960 ,

일본야조회가 점차적으로 구성원들이 갖추어지고 운영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인력풀의

시스탬 과 자체 인증제도 및 회원관리 회비운영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개요개요개요개요����

명칭：재단법인 일본 야조회(Wild Bird Society of Japan)

목적： 야조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 환경의 보호(1)

야조 보호 사상의 보급 교육(2)
야조에 관한 조사 연구(3)

창립： 년 월 설립1934 3 11

년 월 일 재단법인에 개편1970 11 2

소재지：
본부 사무소본부 사무소본부 사무소본부 사무소 :::: 우 토쿄도 시부야구 하츠( )151-0061　
다이 오타큐 니시신슈쿠 빌딩1-47-1 1F　

TEL 03-5358-3510 FAX 03-5358-3608　　　　

새와 초록의 국제 센터새와 초록의 국제 센터새와 초록의 국제 센터새와 초록의 국제 센터(WING)(WING)(WING)(WING)
우 토쿄도 히노시 난핑( )191-0041 2-35-2 TEL 042-593-6871~2 FAX 042-593-6873　 　

일본 야조회 사무국



연혁연혁연혁연혁����

년년년년 연혁연혁연혁연혁

1934 월 일본 야조회지회 발회식겸 야조회 창간호좌담회3 .「 」 「 」
설립 발기인：나카니시 고도 다케토모소후 야나기다국남 우치다 세이노쓰케, , ,
외.
월5 야조회 잡지「 」 창간.
월 후지 산록 토리스 견학회 개최 이것이 제 회6 . 1「 」 탐조회가 된다.
농대 지부 설립 전전까지. 8지부가 설립.
회원수약 명 연회비 엔60 . 5 .

1935
창설자 나카니시 고도저 야조회와 함께 만부의 베스트셀러에15 .「 」

1939
신진 회원의 육성의 장소로서 연구부 설립 회원수약 명. 500 .「 」

1944
전쟁의 영향에 의해 야조회 잡지 종간.「 」

1947
야조회 잡지 복간 회원수약 명 연회비 엔. 150 . 60 .「 」

1949
사무국 신설 중앙위원회 설치 연회비 엔. . 500 .

1951
나카니시 고도 명예회장으로 취임 년에 회장에게 복귀(1956 )

1952
가스미망 부활과 수렵 증가에 관해서 국회에 청원 진정· .
제 회 전국 위원회1 .

1954
공기총의 규제 운동 회원수약 명. 1,000 .

1956
야마시나 조류 연구소에 사무소 이전.

1961
지부수 연회비 엔31. 1,000 .

1963
조수 보호법의 입법화를 향해 노력 수렵법 으로부터 조수 보호급수렵니관, 「 」 「
술 법률 에 개정.」

1966
야조회 잡지 월간화.「 」

1970
재단법인화 시부야구 아오야마 플라워 빌딩에 사무소 개설 회원수약 명 지. . 2,500 .
부수 연회비 엔39. 2,000 .
도민 집회 자연을 돌려줄 수 있다 데모에의 참가.「 」
제 회 가스미망 현지조사 실시1 .

1971
암류 트크시가모류 백조류 조사 실시 회원수약 명. 3,000 .

1972
긴자에 사무소 이전.
처음의오리지날 출판물 야마노의 새 간행.「 」

1973
간석에 생식 하는 조류의 일제 조사 후의 도요새 치드리류 전국 일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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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니혼바시에 사무소 이전 연회비 엔. 3,000 .

1975 오키나와 모토지마에게만 생식 하는 노구치 게라 보호를 위한 모금 활동 실시.
지부수 전국 지부장 회의 첫개최44. .

1976
제 회 일본 들새의 회 바드위크 전개최1 .
야조회 보호기금의 설정 노구치 게라 보호기금으로부터 이행( ).
오리지날 캘린더 제작 개시.

1977
제 회 리더 연수회1 .
회원증 발행 스타트.
협정 여관 제도 스타트.
시부야구 쿠가가게 빌딩에 사무소 이전.숍 스페이스 탄생 회원수약 명. 5,000 .
나카니시 고도 회장이 자연 환경 보전 분야에서 처음으로 문화 공로자에게.

1978
환경청의 위탁으로 처음으로 전국 야조 번식지도 조사 를 완성.「 」
워싱턴 조약 심포지엄 개최.
시부야구 아오야마 플라워 빌딩에 사무소 이전 버드 숍 스페이스가 탄생 지. .「 」
부수 52.

1980
국제 물새 조사국 세계 대회 실시 지부수(IWRB) . 61.

1981
회장 야마시타 세이이치 명예회장 나카니시 고도 회원수 명 돌파 연회비. . 10,000 .

엔 홋카이도4,000 . 우트나이호수에 일본 최초의 성역 오픈 직영 제 회 평의원( ). 1
회 개최.

1982
버드워칭 위크· 개시.
야외 도감의 결정판 필드 가이드 일본의 들새「 」간행.
지부나 회원의 연구 활동 발표의 장소로서 Strix「 」간행.

1983
후쿠시마시 작은 새의 숲오픈.

1984
키프 키요사토 성역 오픈 년부터 키프 키요사토가 독립해 운영(91 ).
카가시 카모이케 관찰관오픈.

1985
틀 보호 특별 위원회의 설치에 의해 틀류의 보호에의 임해 개시.

1986
기부금 첨부 전화 카드의 반포.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오픈 자선탐조 야조. 「
보호 운동 을 스타트.」

1987
히메지시 자연관찰의 숲오픈 회원수 명 돌파 지부수. 20,000 . 72.
네무로시의 다습 초원 약 를 기부로 매입해7 ha 모치다「 야조회 보호구」를 설
치.
츠루이 이토 탄 나비 성역· 의 설치 직영( ).

1988
후쿠오카시 유야마 자연관찰의 숲오픈.

1989
오오노 자연관찰의 숲오픈 년 위탁 종료(1998 ).
토쿄 미나토노새공원 오픈.



1990
회장 쿠로다 장구 회원수 명 돌파. 30,000 .
일본 야조회의 회 카드 스타트.
「야조회 보호 자료집」의 발행 스타트.

1991
인공위성을 이용한 대형 조류의 이동 루트 조사 개시.
만명의 서명을 모아 가스미망의 소지 판매 반포의 법제화를 실현39 , , .

1992
장기 중점 사업 습지와 거기에 사는 야조회들을 지킨다 스타트 년까지.1995 .「 」
회원수 명 돌파40,000 .
야조 보호 운동에 의해아오모리현불소다습 초원 토지 매입.
치토세강방수로 문제 심포지엄 개최.

1993 와 과 파트너 조인Bird Life International ( ) .　
미야케지마 자연 만남 센터 아카콕코관· 오픈.
지부수 83.

1994 새의 생식 환경 모니터링 조사「 」스타트.
야츠 간석 자연관찰센터 오픈.
시부야구 난뻬이다이쵸에 사무소 이전 연회비 엔. 5,000 .

1995 네무로시춘국대 하라 이쿠노새공원 오픈.

1996 장기 중점 사업 사토야마의 자연과「 야조회를 지킨다」스타트 년까지.1999 .
버드 mate 스타트.

1997 일본 야조회의 회 홈 페이지 개설 회원수 명 돌파. 50,000 .
레인저 양성 강좌 개시.

1998 버드워칭 안내인 연수회 개시.
년만의 생식 분포 조사 실시20 .

시부야구 하츠다이에 사무소 이전.

1999
대처의 성과로서 아이치현후지마에 간석의 보전 확정.
년에 걸치는 대처의 성과로서17 치토세강방수로 계획의 중지에.

2000 심볼 마크의 결정.
우트나이호수 유후츠 원야 보전 프로젝트·「 」스타트.

2001 「까마귀 포럼 환경성과 공동개최2001 .」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재검토를 향해 운동.
회장 코스기 타카시 명예회장 쿠로다 장구. .
사람과의 공존 목표로 해 「카와우 연구 집회 개최.」
야생 생물 보호법 제정 목표로 해서명 활동.

2002
버드워칭 검정 사업 스타트.
오키나와현아와세 간석 보전에 대해 요청.

2003 국내 지점을167 국제기준에 의한 중요한 들새의 생식지(IBA)에 선정.
야조회 보호구 확대를 위한 야조회 보호구 사업소를 네무로시에 개설.
풍력 발전의 설치 기준에 대해 환경성에 신청해 야조회에게 주는 영향을 자료집
에 통계 발행 버드워칭에 대한 정보 발신의 장소로서. 버드 플라자를 개설.

2004
회장 야규 히로시 회원수약 명 지부수. 48,000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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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구성구성구성����

야조회는 명 정도가 일 한다* 100 .

그중 명은 직원 정직원 계약직65 ( , )

명은 파트타이머40

명은 레인저 이다40 .

한 팀의 구성원 치프레인저 명* - (manager) 1

환경교육 명1, (education) 1

환경조사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 지 조2, (reserch:

사 명) 1

환경관리 명3, (management) 1

요꼬하마 산림공원에 레인저 명이 한 팀ex) 4~5

이 되어 배치되어있다.

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다(2~3 )

레인저가 있는 곳을 불교용어로 성역* sanctuary(

을 뜻함 라 부른다) .

개소에 팀을 이루어 배치된 곳은 야조회 밖에* 11

없다.

개소에 일년에 방문하는 사람의 수는 약 십* 11 3 3

만 명 정도 된다.

회원회원회원회원[ ][ ][ ][ ]

전국적으로 만 명 정도가 있고 평균 연령이 세5 55

해마다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

회원구성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회원의60% 40%-

대부분이 세 이다50~70 .

회비회비회비회비[ ][ ][ ][ ]

개인 기본 일년에 천엔- : 5

특별회원 일년에 만엔: 1

법인회원 구좌 만엔 동경전력은 구좌를 가짐- 1 10 (ex: 5 )

개 회사가 가입200

회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

개인회원 명이 명으로 법인회원 개 회사가 개로 줄어듬55,000 50,000 350 220

회원이 줄어드는 것 에 대한 방안*

회비를 줄이는 것은 반대

배찌를 선물로 주고 엔을 받고 있다1,000 .

매년 만엔 정도를 기부 받고 있다 배찌로900 .( )

야조공원

야조회 새관찰 도구 판매상점



매년 다른 새의 배찌를 만든다 단가 엔. ( 100 )

돈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회원 말고 야조회를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회원 만명 지원자 만명이상 회원이면서- 5 / 10 :

지원자도 있다.

만명의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함-15~20

이들 중 북해도 단정학을 보호하는 기금으로 천- 3

만엔을 내는 사람도 있다.

죽은 후 재산을 학 보호에 써달라는 사람도 있다- .

참고로 영국 야조회는 전체 회비 중 유산이-

정도 된다20% .

야조회는 새만 보호 하는 게 아니다*

일반시민에게 자연 환경의 막연함을 새를 통해,

접근하게 한다.

접근 후 주변의 자연을 모두 이용하여 자연과

환경을 교육 한다.

재정재정재정재정[ ][ ][ ][ ]

일년 수입 억엔10

회비 약 억엔1. : 2

판매 억엔 이상 버드프라자 인터넷 상가2. : 2 ( /

천만엔 이상- 2 )

위탁사업 억엔 이상3. : 4

개소 중 개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11 9

사업을 하고 개소는 야조회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2

다.

기부금 외 기타 억엔4. : 1~2

번이 야조회를 받쳐주는 기둥이다(1,2,3 )

인재인재인재인재[ ][ ][ ][ ]

리더 자원활동가 명이상1. ( ) - 300

전국적에 개소로 구분해 놓았고 그 산하에 개8 89

지부를 둠

개 지부에 명 이상의 리더가 활동89 3,000

매달 리더들에겐 리더통신 을 보냄“ ”

야조회에선 회원들에게 매달 잡지를 보냄

리더들은 정기적으로 훈련한다 지부 또는 개소 단위별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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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들이 쓰는 완장 깃발 교구 등을 모두 지원해 준다CD, , , ... .

자원가 추천가가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다, .

리더 교육은 초 중 고의 등급이 없고 한 단계이다, , .

지식이 없다 해도 열의만 있다면 연수를 받아 리더가 될 수 있다.

레인저 명 정도 야조회직원2. - 40 ( )

양성과정 개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짐 모든 자료가 에 다 있기 때문(sanctuary 11 - sanctuary )

자연조사 실습위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짐- :

다연해설 실습위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짐- :

특징적 강의 형식

참가형 프로그램-workshop ( )

그룹- workshop

게시판을 만든 후 그룹별로 설명하고 논의 한다ex) .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코디네이* .(

터작업)

레인저만큼은 젊고 힘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 .

역사역사역사역사[ ][ ][ ][ ]

년 전에 창립 가장 오래된 환경단체이다1. 71 : .

시인 스님이 주축을 이루어 버드워칭회를 만든 것이 시초,

버드워칭 탐조회 란 필드에서 사는 새가 진정한 새라고 생각해서 붙인 명칭( )

매주 명의 리더들이 자기지역에서 탐조회를 진행한다- 3,000 .

탐조회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보고 여러 문제를 접할 수 있다.

탐조회는 일반시민도 참여 할 수 있다.

새를 통해 환경문제를 볼 수 있다.

리더가 안내하여 새를 보거나 환경문제를 본다.

각 지역 신문에서도 탐조회모임을 홍보한다.

년 전에는 법인의 단체가 아닌 하나의 임의 단체로 활동을 했다-71 .

사무실도 사무국도 없었으나 야조회 잡지는 있었다 가장 오래된 새잡지, .( )

년 전 재단 법인화2. 35

회원 명 직원 명이었다2,000 , 1 .

우또나미 호수 주변에서 년에 오픈 함3. 1981

만명 이상의 회원

백엔을 캠페인 우또나미에 건물을 하나 짓자 을 통해 모았다( ) .

모금만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후 급격히 회원수가 늘어났다.

전에 타 단체에서는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운동이 대부분이었으나 야조회는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한다.

야조회는 내가 회비를 내야 새를 지킨다는 개념으로 바뀐 계기가 되었다.



회원이 많은 이유[ ]

전국 지원형 재정 노력 시간 지혜1. : , , , ...

지역 활동형 스스로 활동하는 활동가들2. :

공무원일 경우 자기지역에서 지역 활동가로 일하고 싶지는 않다며 북해도ex)

학을 위해 돈을 내겠다는 사람은 번 전국지원형 에 속한다1 ( ) .

번 모두에 속한 회원도 많다* 1,2 .

세 번째 연수 한일 환경교육현황 워크샵: ․
강에서배우는 체험활동협의회 (RRRRiver AAAActivities CCCCouncil)

주 소 토쿄도 츄오구 신가와 카야누마빌 호: 104-0033 2-10-6 703〒
전 화 : 03-5542-7577 Fax: 03-5542-7578

담 당 자 사이토 타카시 사무국장:

홈페이지 : http://www.rac.gr.jp/index.html)

의 설립의 설립의 설립의 설립1. RAC1. RAC1. RAC1. RAC

년 월 강과 관련되는 개 단체가 가입하여 설립하였다- 2000 9 12 .

년 월 현재 여개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5 6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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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의 목적의 목적의 목적2. RAC2. RAC2. RAC2. RAC

전국 각지의 강에서 활동하는 법인이나 시민 단체로 구성되는 협의회이다 강에서- NPO .

활동하는 것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이나 수질환경경계의 보전에 대한 인식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 이념의 이념의 이념의 이념3. RAC3. RAC3. RAC3. RAC

강에서 배우는 체험활동은 감동하는 마음을 소중히 하고 강과 놀며 배우는 즐거움을 전1.

달한다.

강에서 배우는 체험활동은 강을 깊이 이해하고 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른다2. .

강에서 배우는 체험활동은 풍부한 인간성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3. ,

간다.

강에서 배우는 체험활동은 사람과 강이 공존하는 문화와 사회를 창조한다4. .

강에서 배우는 체험활동은 강의 힘 활동에 동반하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의식을 높5. ,

여준다.

의 활동의 활동의 활동의 활동4. RAC4. RAC4. RAC4. RAC

강에서의 체험활동을 지원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시대에 맞추어 총합적으로 전개한다- , .

특히 안전하게 재미있게 체험활동을 인솔하는 지도자육성과 셀프구조 안전은 스스로 확보, -

하는 것 이라는 관점에서 위기관리를 배우는 어린이 수변안전강좌 등의 교육활동에 힘을 실

어 간다.

지도자양성 인정 어린이수변안전강좌 보급 계발활동 보험제도- , ․ ․
네트워크 확립 회원단체 지원 연구조사 뉴스레터 메일매거진,․ ․ ․ ․

의 재정의 재정의 재정의 재정5. RAC5. RAC5. RAC5. RAC

년 만엔의 총예산을 집행하였다- 2004 4,000 .

만엔 운영비 인건비 포함- 1,100 ( , )

만엔 사업비- 2,500 ( )

만엔 회원회비 회비는 만엔- 400 ( , 1 )



한국의 환경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매우 부족한 상태-

지도자의 육성지도자의 육성지도자의 육성지도자의 육성6.6.6.6.

강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놀게 하기위한 지도자를 육성한다- .

자연속에서 놀려면 위험이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보급시키기- .

위해서는 강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거 전달하는 스킬을 몸에 익힌 지도자가 필요하,

다.

지도자에 의한 정확한 리드에 의해 강에 배우는 체험 활동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강의 지- ,

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강의 지도자 인정시스템강의 지도자 인정시스템강의 지도자 인정시스템강의 지도자 인정시스템1).1).1).1).

강의 지도자 인정 시스템은 각 강좌 수료 후 정해진 기간의 활동 경험을 쌓으면 자 랭- , ( )

크 업을 위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인정 랭크에 의해 인솔 할 수 있는 인원수 활동 내. , ,

용 활동 필드가 결정된다, .

리더 과정 년간 활동 인스트럭트 과정 년간 활동 코디네이2 3〈 〉 → 〈 〉 → 〈

터 과정〉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와 제휴2. CONE( )

자연체험 활동에 있어서의 지도자 육성의 스탠다드인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 「

와 제휴한 커리큘럼을 채용 가 인정하는 강의 지도자는 의 제도에 대응(CONE) . RAC , CONE

해 등록이 가능하다.

보급개발활동보급개발활동보급개발활동보급개발활동7.7.7.7.

연 회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회에서는 강에 배우는 체험 활동의 의의를1 , . ,

재차 확인해 전국의 강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류를 통하여 장소를 제공해 실제로, ,

강의 활동에 참가해 강에서 체험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아이들의 물가 서포트 센터와 제휴아이들의 물가 서포트 센터와 제휴아이들의 물가 서포트 센터와 제휴아이들의 물가 서포트 센터와 제휴8.8.8.8.

물가에서의 환경 학습이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아이들의 물가 서포트 센터 와 제휴하「 」

여 자기재의 대출이나 아이의 물가 안전 강좌의 실시 등 행동에 충실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상호 교류에 의해 강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펼쳐나가고 있다, .

아이들의 물가 안전강좌아이들의 물가 안전강좌아이들의 물가 안전강좌아이들의 물가 안전강좌9.9.9.9.

셀프 구출 안전은 스스로 확보하는 것 이 관점으로부터 위기 관리의 기초지식을 체험~ ,「 」

학습을 통해 배우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실시한다 안전 관리는 지도자만이 실시하.

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 전원이 더해져 실시하는 것이고 의식을 넓게 보다 안전한 활동을, ,

실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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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기금조성사업지구환경기금조성사업지구환경기금조성사업지구환경기금조성사업10.10.10.10.

강에 배우는 체험 활동 협의회에서는 지구환경기금의 조성을 받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물가

에서의 안전 강습이나 강 체험 등 그곳에 관련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 교육의 목.

적은 사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이해가 깊어져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

것 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이념인 지구 규모로 생각해. "Think Globally Act Locally(」

발 밑으로부터 행동을 에 비추면 친밀한 강은 배움 행동하는 장소로서 매우 뛰어난 조건을)" " "

가지고 있어 이 뛰어난 재산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 그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하천.

환경에 관한 체험형 강습회를 개최한다 활동의 개요물의 순환 스스로의 생활과 강과 결합. ,

되어 강의 물의 오탁의 구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프, ,

로그램에 의해 전국의 하천 등에서 개최하여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는 주목적을 두지 않고, ,

아이들에게 지역에 애착심을 싹트게 하는 것을 주목적을 둔다 환경의식은 이것에 부수 해.

길러진다.

기본 프로그램기본 프로그램기본 프로그램기본 프로그램＜ ＞＜ ＞＜ ＞＜ ＞

강좌 강의 위험함 흐름의 특징 자신을 지키는 방법 누군가가 빠져 버리1) : 1. 2. 3. 4.　 　 　

면 자( )

실습 구명조끼의 사용법 슬로우 로프의 괵 분 편 강의 매력 체험 낚시해 카2) : 1. 2. ( ) 3. ( ,　

누 물장난등 강에 배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연결, ) 4. ( , )　

체나 옷깃 감상문 발표등3) ,

의 활동 요점의 활동 요점의 활동 요점의 활동 요점11. RAC11. RAC11. RAC11. RAC

강이나 하천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

다양한 체험들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강에서의 체험활동에 있어서 스스로 위기에서- ,

벗어나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여개의 단체가 가입하여 원활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 190 ,

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의 이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을 하고 있다- .

자연을 즐길 줄 알아야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다- “ .”



네 번째 연수 장소 메구로구 국립과학관 부설 자연교육원 자유일정: ( )

시 설 명 : 環境省 田貫湖 自然塾ふれあい　

주 소 : 108-0071　〒
도쿄도 미나토구東京都 港區（ ） （ ）시로카네다이 가5 번 호21 5

전 화 : 03-3441-7176 FAX 03-3441-7012　 ：

홈페이지 : http://www.ins.kahaku.go.jp/

개관 시간개관 시간개관 시간개관 시간1.1.1.1.

월 일 월 일 입원은 까지9 1 ~4 30 9 00~16 30 ( 16 00 )： ： ：

월 일 월 일 입원은 까지5 1 ~8 31 9 00~17 00 ( 16 00 )： ： ：

휴관일휴관일휴관일휴관일2.2.2.2.

매주 월요일 축일휴일의 경우는 개원( )․
축일휴일의 다음날 토요일일요일의 경우는 개원( )․ ․
연말 연시 월 일 월 일(12 28 ~1 4 )

입원료입원료입원료입원료3.3.3.3. 일반대학생 엔 소중고교생 무료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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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교육원안내자연교육원안내자연교육원안내자연교육원안내4.4.4.4.

자연교육원의 자라난 내력은 지금부터, 400～

년 전의 중세의 호족의 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500 .

그 후 타카마츠 지방 영주 마쓰다이라 요리시게의,

시모야시키 에도시대 쿠가 해군의 화약고 메이( ), (

지 시대 백금 황실 소유지 타이쇼 시대 와 역사를), ( )

거듭 왔습니다 이전은 일반의 사람들은 안에 들어. ,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보기 드물게 보는 풍부한 자,

연이 여기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쇼와 년. , 24

년 에 전역이 천연기념물 및 사적으로 지정되(1949 )

는 것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교육원은 대도시 도쿄에 있, . ,

어 옛 무사시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얼마 안되는 숲으로 대지나 습지가 있으며 그 대,

부분은 삼림 식생으로 감싸지고 있습니다 자연교육원내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은 양치 식물.

종 나자 식물 종 단자엽 식물 종 쌍자엽 식물 종의 합계 종의 자생종 이34 , 9 , 140 , 392 575 ,

타재배된 식물 을 포함하면 합계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다른 도시 공원과170 745 ,

비교해 다종의 식물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산 조개류 약 종 거미류 약 종. 10 , 120 ,

다족류역 종 곤충류 약 종 어류 종 양서파충류 종 조류 종 등 동물도 많25 , 1400 , 7 , 16 , 110 ,․
은 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교육원은 일반적인 식물원이나 정원과 달리 자연의. ,

본래 모습에 가까운 상태로 보전하고 가꾸고 있으며 일부 장소에서는 교재원 을 마련해, 「 」

옛부터 도쿄에 있는 식물군락을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교육원의 주요활동자연교육원의 주요활동자연교육원의 주요활동자연교육원의 주요활동5.5.5.5.

자연 교육원에는 자연보호 연구계와 자연교육 연구계 두 개가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에, .

따라 생태학의 입장으로부터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도심지역에 생.

식하는 두꺼비나 물총새까마귀 등의 행동이나 번식에 관한 개체군의 생태적인 조사연구와․ ․
도시 지역에서 비정상으로 번식하는 소형 곤충이나 아오키종려나무등의 생태나 동태에 관․
한 조사연구 도심지역에 특유의 대기오염산성비등의 무기적 환경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보급 활동은 양연구계 모두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 , ,

요일 야외 안내 나비의 일상 생활 안내 자연관찰회 등과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 ,

강좌 자연 보호 강좌 야외 생태 실습 등의 자연교육 및 자연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 ,

다 동시에 교육적 관점으로부터의 조사 연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자연 보호 연구계자연 보호 연구계자연 보호 연구계자연 보호 연구계●●●●

주로 원내의 사적 및 천연기념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연의 생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스탭은 스가와라 주임 연구관 하기와라 신스케 주임 연구관 의 명입니. ( ), ( ) 2

다.

자연 교육 연구계자연 교육 연구계자연 교육 연구계자연 교육 연구계●●●●

자연교육 연구계는 자연교육 및 자연보호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관 및 전시와 자연, ,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탭은 야노 아키라 주임 연구관 히사이 노. ( ),

부오 주임 연구관 빈미쇼우지 연구관 의 명입니다( ), ( ) 3 .



자연 교육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 보급 활동의 내용이나 일정등을 소개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년에 몇 차례씩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물의1 ,

세계를 한 걸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 조사하고 싶은 형태에 따라 추천하여 진행되고,

입니다.

생태학강좌생태학강좌생태학강좌생태학강좌◎◎◎◎

취 지 처음으로 생태학을 뜻하는 사람을 위한 물건으로 생태학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

문제를 취해 강의를 중심으로 해설해 생물 교육에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자연 보,

호의 추진을 도모한다.

기 일 헤세이 년 월 일 목 으로부터 월 일 일 까지 시간은 각 강좌 모두 오후- 17 3 3 ( ) 3 13 ( ) .：

시부터 오후 시까지1 5 .

- 회 장 국립 과학박물관 부속 자연 교육원강의실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다이( 5 21 5)： － －

대 상 생물학의 기초적 지식을 가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원 대학생 연- , ,： ․ ․
구자 및 일반 사회인.

정 원 강좌에 대해 명- 1 80：

수강료 강좌에 대해 엔 텍스트대등 덧붙여 일단 납입된 수강료는 돌려 드리지- 1 800 ( ).：

않습니다.

자연보호 특강자연보호 특강자연보호 특강자연보호 특강◎◎◎◎

취 지 우리의 생활로부터 절이야기할 수 없는 자연의 보호에 대해서 각 전문 분야의- ,：

강사의 강의를 통하고 그 실정에 대하고 이해가 깊어져 주기 위한 것입니다, .

기 일 헤세이 년 월 일 토 로부터 월 일 일 까지의 사이의 토 일 요일 각 강- 17 2 5 ( ) 2 27 ( ) , .：

좌 모두 오후 시 분부터 시 분까지1 30 4 30 .

회 장 국립 과학박물관 부속 자연 교육원강의실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다이- ( 5 21 5)： － －

대 상 일반 사회인 대학생 자연 보호 행정 관계자 및 연구자- , , .：

정 원 강좌에 대해 명- 1 80：

수강료 강좌에 대해 엔 텍스트대등 덧붙여 일단 납입된 수강료는 돌려 드리지- 1 800 ( ).：

않습니다.

야외 생태실습야외 생태실습야외 생태실습야외 생태실습◎◎◎◎

- 취 지 생물학의 기초적인 문제를 채택해 생물에 관한 자연과학적 조사 방법에 대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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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및 강의를 실시해 생물 교육에의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연 보호의 추진에 노력한다, , .

회 장 국립 과학박물관 부속 자연 교육원강의실 및 원내- ：

- 대 상 생태학 및 개개의 전문의 기초적 지식을 가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 ․ ․
원 대학생 연구자 및 일반 다만 각 실습 모두 전일정에 출석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 , .

자연관찰회자연관찰회자연관찰회자연관찰회◎◎◎◎

취 지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면서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이나 생활을 알아 이러한- , ,：

관찰을 통해서 자연 애호의 기분을 기른다..

목 표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낼 기회의 적은 사람들에게 자연관찰을 통해서 구체- (1) ,：

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자연관찰을 위한 지도원을 양성한다(2) .

자연관찰을 통해서 자연 보호의 사상을 보급한다(3) , .

내 용 생물의 종류나 생활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배운다- (1) .：

각각의 계절의 생물을 관찰한다(2) .

자연계에 있어서의 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자연계의(3) ,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자연관찰을 통해서 야외에 있어서의 올바른 관찰 태도를 몸에 익힌다(4) , .

모집인원 각 실습 테마 마다 명- 20：

수강료 각 실습 테마마다 엔 교재비등 일단 납입된 수강료는 돌려 드리지 않- 3, 000 ( ).：

습니다.

신청방법 수강희망자는 이하의순서로수속해주세요, .※ ：

자연 교육원에 전화 로 신청(1) (03 3441 7176)－ －

을 해 주세요.

신청으로 수리된 강좌 분의 수강료는 수강일의(2)

일전까지 우편대체로 입금 주세요10 .

우편대체 용지의 통신란에는 반드시 접수 번호(3) ,

를 명기해 주세요.

수강료의 입금의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로 수강(4)

표를 우송합니다 당일 반드시 수강표를 지참해 주.(

세요)

접수 개시일 각 실습 모두 실시일의 개월 전부터1：

접수를 개시합니다.

마감일 각 실습 모두 정원이 되는 대로 마감합니다.：

입금처 우편대체 계좌번호 00100 3 24945： 【 】 － －

계좌명 재단법인 야외 자연 박물관 후원회【 】

문의처 우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 )108 0071： －

다이 국립 과학박물관 부속 자연 교육원5 21 5－ － 　

전화 시 시다이고 월요일은 휴원03 3441 7176(9 ~17 )－ －



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6.6.6.6.

식물정보식물정보식물정보식물정보□□□□

수목의 생장에 대해 일의 성장 년에 의한 성장의 차이 숲의 변천, 1 , ,

전시 홀전시 홀전시 홀전시 홀□□□□

자연 교육원의 성장 삼림을 떠받치는 흙과 물 자연 교육원의 삼림의 변천, ,「 」 「 」 「 」

나비의 변동 숲 안의 드라마 두꺼비의 생활 나는 씨앗의 이상, , ,「 」 「 」 「 」 「 」

자연 교육원의 새 이번 달의 볼거리,「 」 「 」

등 수많은 패널이나 디오라마 전시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점에서는 자연관찰에 관한 서적이나 소품류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또 매점에서는 자연관찰에 관한 서적이나 소품류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또 매점에서는 자연관찰에 관한 서적이나 소품류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또 매점에서는 자연관찰에 관한 서적이나 소품류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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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연수 국립과학박물관 자유일정: ( )

주 소 : 110 8718 7 20東京都 台東區 上野公園 國立科學博物館　 　〒 ー ー
가는 방법 야마노떼 우에노역 에서 하차 우에노공원 방면: ( ) ( ) .山 手 線 上野の 駅
전 화 월 금 토 일 휴일: 03-3822-0111 ~ ), 03-3822-0114 , , )（ （

홈페이지 : http://www.kahaku.go.jp

연수계획시에는 다소 일정이 무리가 가거나 현지상황에 따라 연수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기

에 셋째날 일정을 여유롭게 잡았는데 연일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연수자가 모두 건강하

고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남은 일정도 연수중에 관계자와 최종연락

이 되어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립과학박물관을 가기로 하였다.

국립과학박물관에 대하여국립과학박물관에 대하여국립과학박물관에 대하여국립과학박물관에 대하여1.1.1.1.

국립 과학박물관은 일본의 유일한 국립 종합 과학

박물관으로 자연과학분야와 응용분야에 관한 자료

를 수집보관하여 일반인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며 각종의 교육 보급 활동과 더불어 과학전

반의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년 독립 행정법이 된 국립 과학박물관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지구 환경문제의 심

각성과 청소년 과학진흥등 일반인들의 다양한 과학

적 학습요구에 대응하며과학분야의 현대적 과제에

대처해 나가고자한다.

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 ][ ][ ]

이러한 과학 교육 보급 사업은 과학에 대한 학습기회를 늘려나가면서 자연 과학기술 자연과, ,

학의 종합적 이해를 깊게 하면서 박물관직원등 관계자들의 자질 향상의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교육용 표본 대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립 과학박물관이 개발 제작한 실물표본 자료,

를 학교나 박물관등 사회 교육 시설에 대출하여 실물 표본에 접할 기회의 적은 아동과 학생

들에게 자연과학에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일반인,
어린이의 자연 교실자연관찰회자연사 세미나식물교실일요자연교실즐거운 화, , , , ,

학 실험실

과학교육 지도자 학예원 전문 연수 이과 담당 교원 연수 자연 보호 강좌, ,

관외 가이드 투어,



년 헤세이 년 월에 독립 행정법인이 되어 전시 교육의 기능에 연구의 기능을2001 ( 13 ) 4 ,

담당하고 있다.

동물 연구부 식물 연구부 지학 연구부 인류 연구부를 두어 연구기능을 담당하며 부속기관, , ,

으로 부속 자연 교육원 츠쿠바 실험 식물원이 있다, .

참고 국립 과학박물관 연혁* :

년 월 문부성 박물국의 관람시설로 유시마 성당내에 박물관을 설치1871 10 :

년 월 간동대지진에 의해 시설과 표본 전부 잃음1923 9 : ,

년 월 우에노관 현본관 건설1930 12 : ( )

년 월 문부성 설치법의 개정으로 자연사 과학연구센터 기능강회1962 4 : ,

국립 자연 교육원을 통합하여 부속 자연 교육원 을 설치「 」

년 월 신쥬쿠에 분관 청사 개관 자연사 과1972 3 : ,

학 연구 분관에 이전

년 월 교육 자원봉사 제도의 도입1986 1 :

년 월 독립 행정법인화2001 4 :

본관전시* :

지하 푸코의진자( ),

층 생명의탄생에서 공룡시대 포유류 화석전시1 ( , ),

층 척추동물의 기본구조 진화하는 동식물2 ( , )

층 일본의동식물 운석과 태양계3 ( , )

신관전시*

지하 탄생과멸망의신비 공룡( - )

층 생물의 다양성 공룡1 ( - )

층 탐험광장 생활과학2 ( - )

층 탐험광장 발견의 숲3 ( - )

국립과학박물관 탐험광장 발견의 숲국립과학박물관 탐험광장 발견의 숲국립과학박물관 탐험광장 발견의 숲국립과학박물관 탐험광장 발견의 숲2.2.2.2. 「 」「 」「 」「 」

국립과학박물관 신관에 있는 발견의 숲 은 일본 관동지방 잡목림 자연환경을 작은 공간「 」

에 압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 곳에 설정 조작 장치. ,

를 통해 자연 속의 비밀을 실내에서 발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에 흥미를 가지고 실,

제 야외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발견의 숲 내부의 전시는 크게 관찰의 숲 새들의 눈 정보카운터 세 곳으로 나눌 수, ,「 」

있다.

관찰의 숲관찰의 숲관찰의 숲관찰의 숲1)1)1)1)

발견의 숲 은 잡목림의 자연환경을 재현하고 있다.「 」 　

야산을 걷다보면 다양한 발견을 할 수 있다 이 곳에는 그 몇 가지를 설정하여 모두가 스.

스로 자연 속의 비밀을 발견하여 조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곳에서의 체험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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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되어 자연관찰 방법에 흥미를 가지고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이 전시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국내외 박물관에 있는 전시 또는 교육활동을 참고로 함과 동

시에 관동지방의 근교 현의 각지로부터 이야기를 취합하여 조사와 실제 야외조사를 실시하

여 컨셉을 정리하고 전시를 제작하였다.

지층의 단면을 뚫고 끝까지 가면 관찰의 숲관찰의 숲관찰의 숲관찰의 숲이 펼쳐진다.

관찰의 숲은 관동지방의 상수리와 참나무류의 잡목림을 모델로 제작하였다 잡목림은 예전.

이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점차 줄고 있다 규모가 큰 풍부한 자연을 남기.

고 있는 모델이 되는 장소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잡목림에 있어서 수목의.

밀도 두께 종류 등을 참고로 하면서 관찰의 숲을 만들었다, , .

또한 새로운 시도로 잡목림의 하루를 음향과 조명으로 연출하고 있다.

방문객이 아침부터 밤까지 변화하는 잡목림의 모습 속을 걸으면서 자연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잡목림의 멧돼지 여우 등의 동물과 수목의 표본은 실물로 만질 수도 있으며, ,

실제 동물의 털 수피의 감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

전시물 속에 들어가 구멍으로부터 얼굴을 내밀면 너구리와 눈이 맞거나 정도 높이의 새들의2m

눈데크에 올라 높은 곳으로부터 새들과 숲의 성립과정을 관찰하는 등 인간의 눈높이에서 동물의

눈높이로 바뀌는 구조가 있어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쓰러진 나무속에는 사슴벌레의 애벌레가 전등을 사용하여 상수리나무의 틈을 들여다보면,

투구벌레를 발견할 수 있다 흙을 들춰보면 흙 속의 지네와 이 등의 작은 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숲 속에는 보통 발견하기 어려운 작은 생물들이다. .

버섯 이끼 지의류 등의 종류를 작은 숲에 전시해 놓았다 그 앞에는 관찰을 위한 도구가, , .

있어 확대경을 사용하여 각각의 구조를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러한 작은 생물들의 자연계에 있어서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발견의 숲 특징발견의 숲 특징발견의 숲 특징발견의 숲 특징2)2)2)2)

작은 공간이지만 재밌다￭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자연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다￭
층에 있는 생활 속의 과학 코너도 실제 아이들이 기계를 작동시키고 몸으로 활동2 ‘ ’ ,￭

체험하여 과학의 원리를 알도록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견의 숲도 아이들이 참여하.

는 활동을 통해 숲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놓고 하나씩 떠서 맛을 보게 하는 면도 없￭
지 않지만 박물관 이라는 내부 공간에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체, ‘ ’

험 프로그램을 조금이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자연 속에 나갔을 때 지금과 같이 쉽게 본 것들이 오랫동안 기다￭
려야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기다려 줄 아이들이 있을지 조금은 염려된다 하지만 이곳이 지.

향하는 실제 자연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순기능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곳에서 자연의 소리 자연의 낮과 밤 날씨를 본 뜬 것은 보았으나 자연의 냄새는, ,￭
맡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자연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며 그 존. ,

재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교육자원봉사에 대하여교육자원봉사에 대하여교육자원봉사에 대하여교육자원봉사에 대하여����

발견의 숲 전시관에는 전시나 표본을 앞에 두고 대화를 하면서 발견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나 질문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이중에는 시니어팀역시 만날

수 있었다 노란 셔츠를 입고 있어서 쉽게 안내지도를 받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었.

으며 이들 박물관내의 자원봉사 활동팀에는 시니어팀 대학교육과정중에 실습을 하는 청년,

자원봉사팀 생태관련 일을 하고자하는 지원자들이 일정기간하는 인턴자원봉사팀이 있다, .

전시관 한편에 자료서적이나 기념품 코너에 직원과 전문가그룹 자원봉사팀이 상주하고 있,

었다.

교육 자원봉사 그룹교육 자원봉사 그룹교육 자원봉사 그룹교육 자원봉사 그룹◎◎◎◎ 박물관 자연과학에 관심: ,

이 있는 분 아이들과 접하는 것이 좋아하는 분을,

중심으로 약 명 활동220

주로 하는 일주로 하는 일주로 하는 일주로 하는 일◎◎◎◎ 시설 전시의 안내 각종 강좌나: , ,

관찰회등의 행사도우미 전시관 층 층 청소년, (2 , 3 )

체험프로그램 지도 견학 상담 관찰도우미 실험학, ,

습도우미

교육 자원봉사 모집교육 자원봉사 모집교육 자원봉사 모집교육 자원봉사 모집◎◎◎◎

연 회 월부터 월 결원보충을 위해 모집1 12 1․
도내 및 근교에 살고 있는 분으로 세 이상18․
원하는 요일을 결정하여 주 회 활동1․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 분까지 활동9 3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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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원봉사자 진행 토요상설프로그램운영교육 자원봉사자 진행 토요상설프로그램운영교육 자원봉사자 진행 토요상설프로그램운영교육 자원봉사자 진행 토요상설프로그램운영◎◎◎◎

유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가족단10

위의 프로그램이 박물관 내 외서 진행되고 있다, .



여섯 번째 연수 야쯔히가타 자연관찰센터 자유일정: ( )

시 설 명 : 谷津干潟自然 察センタ観 ー
주 소 우 치바현 나라시노시 아키츠: ( )275-0025 5-1-1　

전 화 : 047-454-8416 047-452-2494　　　　ＦＡＸ

홈페이지 : http://www.city.narashino.chiba.jp/~yatsu-tf/

찾아가 는길

게이세이 전철 이용의 경우게이세이 전철 이용의 경우게이세이 전철 이용의 경우게이세이 전철 이용의 경우＜ ＞＜ ＞＜ ＞＜ ＞

게이세이 야츠역에서 도보 분30

케이요선이용의 경우케이요선이용의 경우케이요선이용의 경우케이요선이용의 경우JRJRJRJR＜ ＞＜ ＞＜ ＞＜ ＞

케이요선 신나라시노역에서 도보 분·JR 20

케이요선미나미후나하시역에서 도보 분·JR 20

소부선 이용의 경우소부선 이용의 경우소부선 이용의 경우소부선 이용의 경우JRJRJRJR＜ ＞＜ ＞＜ ＞＜ ＞

소부선 츠다누마역에서 버스JR

츠다누마역 남쪽 출입구 버스 승강장 번· 9 「

야츠 간석행 에 승차 종점 야츠 간석 하차 도보 약 분 츠다누마역 남쪽 출입구 버. . 15 . ·」 「 」

스 승강장 번10

신나라시노역행 에 승차 츠다누마 고교 하차 도보 약 분. . 10 .　「 」 「 」

관람관람관람관람

휴관일 월요일 월요일이 휴일의 경우는 다음의 평일; ( )

연말연시 월 일 월 일(12 28 ~1 1 )

개관 시간개관 시간개관 시간개관 시간; 오전 시 오후 시 입관은 오후 시 분까지9 ~ 5 ( 4 30 )　

입관료입관료입관료입관료; 초등중학생 및 미취학아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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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이상 엔· 300　

세 이상 엔 건강 보험증 등 연령을 증명할· 65 150 (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단체 명 이상 는 할인· (30 )

연간 패스포트권 년간 유효 고교생 이상· (1 ) 1500

엔 세 이상 엔, 65 750

야츠 갯벌야츠 갯벌야츠 갯벌야츠 갯벌

야츠 갯벌은 토쿄만의 최오부에 남겨진 약 의40ha

갯벌이다 이곳은 조개 게 물고기 그리고 물새 등 많은 생물들이 생식 하고 있다. ,· ,· , .

특히 시베리아등의 북쪽이나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등아주 먼곳을 왕래하는 철새들, ,　

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 산란을 위해 오는 여름철새 월동을 위. , ,

해 오는 겨울 철새 그리고 봄과 가을의 이동의 도중에 들르는 나그네새와 사계절 서식하는,

텃새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년 년간에 야츠 간. 1994 1

석으로 확인된 야생조류의 종류는 약 종으로 이 중 물새로서는 약 종에 이른다100 , 60 .

갯벌 주변은 참마태관찰 공원있으며 약 의 관찰 코스는 잘 정비되어 주위에 야생, 3.5 km　

조류 관찰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즐겁게 관찰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야츠 갯벌은 도요새. , ·

물때새가 많이 도래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야츠 갯벌 자연관찰센터는 야츠 갯벌과 여기에 도래 하는 새들을 중심으로 한 관찰 학습, ·

센터는 항시 자원봉사자가 있어 센터의 방문자들이 쉽게 야생조류에게 다가갈 수있도록 도

와 주고 있다.

또한 관찰 센터의 층과 지하 층의 관찰 코너로부터는 필드스코프나 조류 도감을 비치되1 1

어 있으며 장애인들에도 쉽게 관찰 할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채로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관,

찰 스코프도 설치되어 있다.

교육관에서는 매일 비디오의 상영하고 있으며 전시 관찰 코너에는 유아로부터 어른까지, , ,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전시를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쪽 코너 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새를 볼 수 있도록 식당 한쪽 면을 통 유리로 만들어 새의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놓았다.



야츠 갯벌은 이동의 도중의 휴식지로서 겨울 철새의 월동지로서 중요한 장소로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물새와 물새가 서식 하

는 습지를 지키기 위한 국제 습지 조약 등록 습지 노력과 그 외에 도요새 물떼새 보호를·「 」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협동의 장소로서

야츠 간석 자연관찰센터는 방문자의 여러분에게 갯벌의 중요함을 전한다고 하는 것과 후,　

세에 야츠 갯벌을 남기기 위해 시민이나 관계 단체와 함께 행동하기 위한 베이스기지의,

역할과 갯벌의 보전은 나라시노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를 갔고 있

는 보호 단체 연구기관의 참가 협력 아래 환경성이나 치바현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NGO), ,

안된다는 생각으로 관찰 센터에서는 명을 넘는 시설 자원봉사의 활동이 있는 것 외에120

야츠 갯벌에 있어서의 시민에 의한 실행 위원회등의 협동 사업이나 보호 단체 관계 행정, ,

과의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환경교육과의 연계학교환경교육과의 연계학교환경교육과의 연계학교환경교육과의 연계

현재 일본은 학교환경교육에 있어 환경 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나라시노시에

서는 년 이래 초등학교 학년 전원에게 환경을 테마로 한 수업의 하나로서 관찰 센, 1997 , 4

터에서의 갯벌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외의 학교들도 이곳의 이용이 높아 지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의 관찰 센터의 이용은 연간 약 명에 이르고 있다. 7000 .

야츠 갯벌은야츠 갯벌은야츠 갯벌은야츠 갯벌은,,,, 시베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이 약 에 걸치는 도요새 물떼새12,000 km ·

의 이동 루트상에 있는 곳으로 다양한 교재 개발로 도요새 물떼새의 이동 을 교재화해· ,「 」

전국의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잇도록 배포하기도 하고 있다.

교재로는교재로는교재로는교재로는 지구를 여행하는 철새들 로 재팬과 일본 들새의 회가 이 교재의 강습WWF「 」

회나 교재를 활용한 연수회를 야츠 간석 자연관찰센터를 시작해 홋카이도 오사카 오키나, ,

와 등 전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내용으로는내용으로는내용으로는내용으로는 도요새 치드리란 그 이동이란 등을 테마로 실제의 프로그램의 체험도·「 」 「 」

포함되어 있었고 습지에 관심이 학교 선생님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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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타 자원봉사자운영 시스탬센타 자원봉사자운영 시스탬센타 자원봉사자운영 시스탬센타 자원봉사자운영 시스탬

개인 참가형 행사 지원형 그룹형 그룹형 연수, , 1 , 2 ,

자원봉사는 관찰 센터에서 일을 지원해 주는 사람

으로 관찰 센터에서는 관찰 센타자원봉사자 를, 「 」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찰 자원봉사자란. ,「

관찰 센터가 행하는 사업의 취지에 동의 해 스스,

로의 의지로 그 지식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 」

으로 그러한 활동을 관찰 자원봉사자 활동 이라「 」

고 정의 하였다

나라시노시는 관찰 센터의 운영은 자연의 중요함을 혼자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면, ,「

의지 있는 시민의 참가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라고 생각해 시민들을 모집 하기 시작 하였.」

고 년 월말 현재의 등록자수는 명으로 연령층은 고교생으로부터 세까지 있으2005 3 240 , 70

며 지금까지 활동 한 인원수는 명에 이른다 항시 명의 활동이 있다고 한다2505 , 6.7 .

덧붙여 현재 센타 보란티아는 특히 조직화되지 않고 개개인의 모임으로 센터 스탭 나라시, (

노시와 일본 야조회 직원 이 코디네이타로서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수준) .

관찰 센터로서 자원봉사의 안전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

활동을 위한 기기나 용품의 사용 연수의 실시 등을 하고 있으며 일체의 활동에 대,「 」 「 」

한 금액은 지불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층의 참여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 매뉴얼을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28

고 활동하고 있다 그 내용은 관찰 안내 환경 교육 환경 관리 시설 관리등이 있다. , , , , .

참가 방법에 의해참가 방법에 의해참가 방법에 의해참가 방법에 의해,,,,

개인 단위의 활동 개인 참가형1. ( )

센터가 행하는 행사의 스탭 행사 지원형2. ( )

어느 목적을 가지고 그룹에서 활동한다 그룹형3. ( )

자원봉사 활동의 지식기술을 기르는 스터디 그룹연수4. · ( )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교류활동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교류활동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교류활동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교류활동....

개인 참가형 개인 단위의 활동-

관찰 안내 개별 대응- ( )

관찰 플로어에서 손님의 질문에 답하거나 들새나-

히카타에 대해 해설하는 것

관찰 센터는 대화형의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방문자가 스탭과 이야기 나누기

새나 갯벌에 대한 관심이 높게 만들어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 다지기

쇼트 프로그램 상연-

지도 룸에서 손님을 앞에 두고 새나 갯벌의 해설-

가이드 워크-



관내를 돌아 야츠 갯벌의 경위 국제 습지 조약 자원봉사 활동등을 방문자에 해설- , ,

시간은 분 교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설명이 가능- 30 . ,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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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연수 장소 다누끼호 후레아이 자연숙:

시 설 명 : 環境省 田貫湖 自然塾ふれあい　

주 소 : 418 0107 633 14岡県 富士宮市 佐折－ －〒 静
전 화 : 0544 (54) 5410 FAX 0544 (54) 6400

담 당 자 : E-mail tanukiko@topaz.ocn.ne.jp

자연숙사의 설립 목적은자연숙사의 설립 목적은자연숙사의 설립 목적은자연숙사의 설립 목적은1.1.1.1.

우수한 자연환경 내에서 체제하면서 자연체험 학,

습을 하기 위한 시설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자주적 적극적인 자연과의 공생체험 및 지역

과의 교류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숙사의 하는 일은자연숙사의 하는 일은자연숙사의 하는 일은자연숙사의 하는 일은2.2.2.2.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자연체험 후지산에 대한 정보 제공 자연 속에서 즐기고 배우는, ,

것으로부터 환경보전에의 관심을 높여 일상생활에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전개하는 일을 한다.

시설의 특징시설의 특징시설의 특징시설의 특징3333

자연체험을 위한 비지터센터 및 체제형 숙박시설을

함께 갖고 있는 일체형 시설이다.

개인은 물론 가족 학교 각 기업의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와 기

업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골프장과 낚시를 할 수 있고 호수 주변에는 나무, 로 된 자전거 통로와 자전거를 대여 해 주

기도 한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 .



자연숙사자연숙사자연숙사자연숙사4444

설계와 건축 프로그램이 먼저 수립된 후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 졌고 프로그램이 진행1) - ,

하기 적당하도록 공간이 구성되었다.

자연을 이용한 시설 자연의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2) - .

태양열을 이용한 시스템■

지붕녹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룸 실내의-■

단열효과를 높이고 녹화에 의한 삭감 생물의co2

생육과 생식지의 확대의 목적으로도 사용

숲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cool tube system -■

이용한 냉방

전면 유리창 설치 실내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느낄 수 있게 함 빛의 활용을 극대화

빗물을 적극적으로 이용 주차장 아래 물탱크 설(■

치 옥상녹화에 급수 화장실 물로 이용) - ,

박테리아를 애용한 오폐수 처리 모든 오폐수는-■

숲길 아래의 정화조 탱크로 모여지며 박테리아를

이용해 분해와 증발처리를 해서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고안 됨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3)

체험하우스 내부는 물론 숙박시설 주변의 보도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입체모형

의 안내판을 설치함

자연체험 활동4) -

전문스텝이 양질의 자연체험을 제공하며 전문지식

을 갖고 있는 스텝 일본 환경교육포럼에서 위탁운(

영 이 탐방객의 자연체험을 도움을 주고 있으며 후)

지산의 주변 자연과 이용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하

는 의 역할을 함infomation center .

체험 시 인터프리터가 하루에 회 정도 안내를2-3

해 주어 체험에 대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무료체험 모든 탐방객이 참여 가능-

유료체험 관심 있는 분야의 참여를 원하는 사-

람들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비용은 다음 교육을 위

해 재투자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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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코스 소개■

주사위를 이용한 놀이 바닥에 주사위 놀이를 위한 사다리 모양의 길을 만들어 놓고-①

자연생태를 배우고 이해하며 굴려서 나온 주사위 수에 따라 종착지에 먼저 도달하는 게임

후지산의 숲 모형 체험②

후지산을 재현 해 놓고 바위처럼 생긴 서랍을 열면서 숲에 대한 생태정보를 얻을 수 있

는 프로그램 특히 동굴 모형은 참가자가 좁고 어두운 동굴을 탐사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

도록 깜깜하고 울퉁불퉁한 재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음.

희망의 숲 개의 중학생과 후지산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22 ,③

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정보보급효과 및 상승효과를 유도.

그 밖의 교육전시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쉽게 바꾸거나 적은공간을 충분히 활용-④

할 수 있도록 꾸밈

전시 된 놀이도구 및 자연물로 만들기⑤



자원 활동가 현황자원 활동가 현황자원 활동가 현황자원 활동가 현황5555

자원 활동가를 양성하거나 자원 활동이 주체로 하

는 특별 프로그램은 없고 가끔 탐방객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들 중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 활동을

하고 있음

최근 몇 년 새에 활성화된 생태안내자들의 활동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

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이번 연수는 참으로 중요한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혼다의 숲으로 가기위해 달려

간 고속도로 주변은 밀식된 나무들로 방음의 효과

와 공해 방지 시각적인 아름다움 등 여러 가지 측,

면을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손길 속에 제 기능을 회복하는 숲의 모습

을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혼다의 숲은 모든

시설물들이 마치 블록을 쌓듯이 세밀하게 계획적으

로 다듬어져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연.

체험 활동 후 또는 작업 후에 단아하게 차를 나누

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연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생태안내자들의 인증제도의 무의미성을 역설하며 끊임없이 변하.

는 자연은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것이라고...

첫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은 이미 사회 속에 큰 영항력을 미치고 있는 봉사단체CONE

들과 연계하여 환경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연안내자들을 그.

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좋은 파급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다.

의 활동 역시 인증제라는 규격화된 틀보다는 서로의 신뢰 속에 자연을 함께 배우며CONE

나누어가고 있었다 단지 자연체혐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을 통한 다양한 프로. CONE

그램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행해진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은 곳을 돌아보게 계획되어진 일정들로 조금 힘들고 아쉬움도 있었지

만 다누끼호 후레아이 자연숙에서 갖은 시간들은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에 많은 도움

이 되는 것 같았다 놀라웠던 것은 이 자연시설을 짓기에 앞서 그 곳에서 진행될 프로그램.

들이 이미 계획되어졌고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적은 공간임에도 구석구석 그곳을 방문한 아이들이 또 와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

으킬 만큼 많은 내용들로 아주 재미있게 꾸며져 있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의 환경교육은 제도교육과도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후레아이 자연숙에서는 그 지.

방의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후지산을 년 동안 총학적 학습과정의 주제로 삼1

아 관찰하며 연구하고 있었다 그 결과물들을 전시해 놓았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교육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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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또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주민인 부모들과도 함께 나눈다니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 방

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듯싶다.

자연을 만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참 모습을 깨닫고부터는 내가 느낀 것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생태 안내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인증제도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수.

였지만 어떤 틀이나 교육으로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연에 대한 애정과 경

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 속에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환경교육은 우리나라 실정과는 많은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제도에 앞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의 개발과 활동가.

들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덟 연수 장소 아이치 박람회:

주 소 메무: 1533-1, lbaragabasama,Nagakute-cho, Aichi480-1101, J〒
전 화 : Tel: 81-561-61-2005, Fax: 81-561-61-7600

홈페이지 : http://www.expo2005.or.jp

본 보고서에서는 아이치 박람회의 나가쿠테 전시화장에서 운영되는 두 가지 자연체감

프로그램인 숲 속의 자연학교 와 마을의 자연학교 를 중심으로 견학 내용을 기술하고자‘ ’ ‘ ’

한다.

개요개요개요개요1.1.1.1.

지난 년 월 일부터 일까지 한국 환경교2005 6 22 28 ,

육 네트워크 주최로 한 환경 공동인증제를 주(KEEN)

제로 한 일본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최근 환경.

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환경교육 공동

인증제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일본의 자원활동가

운영체제 특히 환경해설가 제도 및 환경교육 네트워,

크 활동 자연학교 및 환경교육관련 센터 운영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획된 본 연수에는 총 명의31

각 단체 활동가 및 교사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에 걸쳐 일본 아이치현에서 진행되고 있는2005 3 25 9 25 185 ,

일본국제박람회 아이치박람회 는 자연의 예지 을 그 테마로 내걸고(2005 ) “ (Nature's Wisdom)"

있다.

연수팀은 행사규모에 비해 시간이 많지 않아 아이치박람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쪽 숲 산림

체감 존 내의 숲속의 자연학교 셀프 투어 코스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동안은 행사장을‘ ’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아이치 박람회장 들어가기아이치 박람회장 들어가기아이치 박람회장 들어가기아이치 박람회장 들어가기

아침 시부터 서로 깨우고 어젯밤의 화려했던 흔적 들을 지우면서 서둘러 시 분에 호6 , (?) 8 30

텔을 나섰다 버스로 두어 시간이 걸려 박람회장의 서쪽 게이트로 들어섰다. .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정병준 처장은 무언가를 더 얘기해 주려 쉴 새가 없다 우리가 달리.

고 있는 이 길과 나리타공항은 순전히 아이치 박람회를 위해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 쇼핑,

을 잘 하는 방법 아이치 박람회 안내 여행 중의 에피소드 등 끝이 없다, , ... .

박람회장 전체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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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이 서쪽 출입구로 들어선 우리는 글로벌 루프에 올라서자 다시 한 번 주의사항 및

관람 뒤에 만날 약속을 확인하고 삼림체감 존으로 옮겼다.

대회전 관람차 입장~!!

끊임없이 외치는 안내 입장 검색 먹을거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 !

한 바퀴 도는 고가도로Globl Loop - 곤돌라 공중에서 회장을 조망-



산림체감 존 내의 숲 속의 자연학교산림체감 존 내의 숲 속의 자연학교산림체감 존 내의 숲 속의 자연학교산림체감 존 내의 숲 속의 자연학교2. “ ”2. “ ”2. “ ”2. “ ”

자연학교 들어가기자연학교 들어가기자연학교 들어가기자연학교 들어가기

공식 기록을 맡은 우리 팀은 긴장했다 팀은.

김광철 환생교 김두림 전교조 장미정 환경( ), ( ), (

교육센터 명이다 전체 연수팀 일행은 모두) 3 .

들 공방 안으로 들어가 종이비행기를 날리기

도 하고 종이죽을 써서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다.

얼핏 들여다본 방 하나는 교실이었다 에어컨.

으로 차갑게 식혀 놓은 교실은 년대의 모습70

으로 꾸며 둔 것이란다 선생님 한 분이 계셨.

고 여러 가지 도구와 재료들이 있는 것으로,

짐작컨대 뭘 만드는 체험을 하는 공간인 듯했

다.

저 쪽에서는 인터프리터와 함께 하는 숲속‘

여행 을 시작하는 팀이 있었다 어른과 아이가’ .

섞인 것으로 보아 여기에 직접 와서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출발하는 시스템인 듯했다.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프로,

그램은 코스였고 일본말을 알아‘Self-Guide' ,

들을 수 없기도 했다.

숲의 자연학교 입구 입구 광장

아이치 활동기록을 맡은 우리 팀

왼쪽부터 김광철 장미정 김두림( , , )

숲속자연학교의 방문객센터에서는 셀프

가이드 투어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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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자연학교 입구의 인형극 세트 프로그램 안내

숲속놀이 안내 셀프가이드( ) 인터프리터와 함께 하는

체험공방 체험공방 앞의 휴게공간



접수처 출발전 이름표와 활동지를 받고 영상교육-

년대 교실 모습70 교실을 지키고 계신 선생님

인터프리터와 함께 하는 숲속여행 숲속여행 길에 지나가던 체험단

메모장 숲속 자연학교 방문객 센터에서 본 것들-※

입구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1)

인형극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줄 인형들-

안내판 숲의 자연 학교 에 대한 안내- :‘ ’



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2005200520052005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었던 것들2)

솔방울들 다양한 씨앗을 모아놓은 학습 자료 통-

씨앗과 대패 밥 나무의 가는 껍질 부스러기 등을 이용하여 만든 만화경- ,

나뭇잎을 이용한 무늬 꾸미기한 것-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만든 수레 집 꾸미기 등- ,

전시관 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3)

바둑판을 이용한 놀이-

색종이를 이용한 놀잇감 만들어 날리기-

색종이를 마름모 모형으로 뒤집어서 놓기 반으로 접어 장의 삼각형으로 만들기[ 2⇒ ⇒

접힌 두 장의 삼각형을 다시 펴서 마름모로 만들고 접혀있는 밑의 삼각형을 다시 반으

로 접기 접힌 반복하여 두 번 접기 접힌 것을 위 나머지 삼각형 쪽으로 한 번⇒ ⇒

더 꺾어주기 접혀서 두툼하게 된 부분 삼각형의 밑변 부분 을 둥그렇게 되도록 돌려( )⇒

서 한 쪽 끝을 나머지 끝에 끼우기 끼워서 만난 부분을 정도 찢기 찢어진1/3⇒ ⇒

왼쪽과 오른쪽을 비스듬히 되도록 접어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그러면 원통의 대나⇒

무를 비스듬히 자른 모양이 되는데 이 때 손바닥을 펴서 가운데 세 손가락을 끼우기,

뾰족한 부분부터 끼워서 원모양을 한 쪽이 날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기( ⇒

살짝 도 전면 위 방향으로 날리기 그러면 원통형 종이비행기는 공중에서 내려오20-30 ,

면서 미끄러지듯이 날아갈 것이다.]

상자 속에 솔방울 도토리 등과 같은 열매들을 놓고 포장을 씌운 속으로 손을 넣어 어4) ,

떤 열매가 있는지 알아맞히는 활동

출발하기 전 안내소에서의 안내5)

안내소에도 여러 가지 나무나 나뭇잎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안내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

개 국어로 되어 있는 숲의 예지 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물을 봄 벌에 쏘이지 않- 4 ‘ ’ (

도록 주의하기 숲과 나무를 훼손하지 않기 안내 코스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져,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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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자연체험 입구에서숲의 자연체험 입구에서숲의 자연체험 입구에서숲의 자연체험 입구에서,,,, Tadashi Kawashima

숲안내 활동을 하는 해설가들을 양성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는 타다스

히 카와스히마 와 트레이너 이또오 게이코 씨와 통역의 도움으로(Tadashi Kawashima)

잠깐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

세계박람회장 숲의 자연학교 인터프리터는 박람회협회에서 에 요청했으며 이에‘JEEF’ ,

지원한 사람들이다 또는 등에서 파견나온 사람도 있고 프리랜서. ‘KEEF’ ‘Whole Earth’ ,

로서 이 곳에 온 사람들도 있다 모두 명의 인터프리터가 이 박람회장에서 일하고. 100

있으며 개월 이상의 연수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일요일에는, 6 . 50

참가자가 명 정도 평일에는 명이 된다고 한다1,000 , 5~600 .

우리 일행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시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이또오,

게이코는 셀프가이드 코스에 참여하기 전까지 서로 버거운 영어로 이런저런 궁금증에

친절함을 보여주었고 셀프가이드 코스는 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루하지 않은 코스를 만들려는 노력임을 강조했다 이 프로.

그램의 참가자들에 대한 물음에 특별히 환경교육에 관심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가족 단위의 일반 참가자가 많다고 했다 이또오 상의 배웅을 받으며 셀프가이드.

코스로 가는 계단을 올랐다.

숲 속의 자연학교 셀프가이드 코스 참가숲 속의 자연학교 셀프가이드 코스 참가숲 속의 자연학교 셀프가이드 코스 참가숲 속의 자연학교 셀프가이드 코스 참가“ ”“ ”“ ”“ ”

우리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자연체험 길에 나섰다 인터뷰를 하느라 늦어진 우리는 가장 늦.

게 출발했다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을 한 병씩 가지고 가게 해 두었고 숲의 저 쪽으. ,

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서 이름표를 반납하고 나가게 되어 있다.

출발하는 계단 아래에는 계단오르기 놀이를 안내하는 상자가 놓여있고 상자는 소박하게도,

종이박스 라면상자 를 쓰고 있었다 내용이야 별 것 아니었지만 더 멋지게 포장하려면 얼마( ) . ,

든지 가능했을텐데 이런 마음씀씀이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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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참에도 과제를 제시하는 작은 칠판이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받침대에 놓여 있었다 인.

터뷰를 했던 인터프리터가 계단 아래까지 우리를 배웅하고 돌아섰다.

숲속 체험을 위한 관찰로에는 여러 가지 설치물과 과제 표지가 놓여있다 그 설치물의 전원.

공급을 태양광으로 하고 있기도 했다 잎사귀의 지붕 안에는 둥근 거울 테이블이 놓여 있. ‘ ’

어서 지붕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었다 누워서 지붕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

작은 칠판을 나뭇가지로 만든 받침대에 걸고 분필로 적어놓은 체험과제 내용보다는 그 모.

양이 예뻤다 체험의 내용이야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들이었고 크게 다가온 것은 시스. ,

템이다 참가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동선 시선의 방향 눈높이 등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기. , ,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인공물들 예를 들면 사면을 깎아 관찰로를 만들되 돌이나 콘크리트로. ,

막아버리지 않고 간벌재를 써서 그나마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도록 하면서도 사면은 허물어지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본받아 마땅

한 일들이다 관찰로의 바닥도 특별한 곳 다리나 계단 등 이 아니면 흙바닥을 그대로 두고. ( ) ,

나무칩을 깔아 미끄러지거나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는 등의 생각들도 참 새롭고 좋았다.

병뚜껑에 눈모양을 흉내낸 다양한 표정을 담아 나무 또는 등걸에 붙여 두고 찾아내는 보물

찾기도 재미있는 생각이었다 가는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

메모장 숲 속의 보물찾기라는 주제의 코스를 따라 이동하면서 견학한 내용들-※

계단을 오를 때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도록 놀이화해서 오르기1)

라면 상자나 그보다 작은 상자 안에 노끈을 이용하여 지시문들을 써 놓고 상자 벽에 구-

멍을 뚫고 묶어 놓은 지시문을 읽고 지시문대로 행동하면서 계단을 오르도록 하여 계,

단 오르기의 지루함을 희석시키려는 아이디어

지시문의 내용들 노래를 하면서 오르기 숫자를 세면서 오르기 두 사람이 가위 바위- : , , , ,

보 놀이를 하면서 오르기 네발로 오르기 등등,

커다란 프리즘을 통한 무지개 관찰하기2)

커다란 프리즘을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무지개가 생기 것을 관찰하도록 꾸며 놓은 것-

나무의 빗물 모으기3)

벚나무 줄기에 호수 등을 여러 개 설치하여 비가 올 때 나무 잎에 떨어지는 빗물들을-

호수를 통하여 나무 밑에 설치된 큰 통으로 모으게 하여 그 빗물로 나무에 물주기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

애벌레 되어 보기 장치4)

커다란 조형물의 가운데를 둥그렇게 뚫어서 설치된 조형물 밑으로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

그 장치 안에 들어가서 목을 내밀고 사방을 쳐다보면서 뱀이 된 기분이든 애벌레가 된-

기분을 느껴보도록 한 장치



태양열 발전에 대한 안내 태양열 발전의 간단한 모습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안내5) -

솔방울이 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게 해 놓은 학습판6)

솔방울을 암꽃과 수꽃으로 구분하기-

수분이 된 솔방울이 년 동안 자란 모습 살펴보기- 1

솔방울이 년 동안 자란 모습 살펴보기- 2

솔방울이 다 익어서 벌어진 모습 살펴보기-

나무 앞에 커다란 판을 세우고 관찰한 내용 기록하도록 하기7)

신갈나무 앞에 커다란 판을 세우고 탐방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칸씩의 관찰한 내용-

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

나무껍질 관찰하기8)

특이한 나무껍질을 하고 있는 나무를 한 그루 지정하여 나무껍질을 관찰하도록 한 지시문-

나뭇가지 세 개를 끈으로 묶어세우기9)

준비물 어린 아이의 팔뚝만한 나뭇가지 개 잔가지들 여러 개 나뭇가지들을 묶을 수 있는 끈- : 3 , ,

지시문 나무 가지 개를 끈의 어느 정도 느슨함으로 묶어세울 때 세울 수 있는가를 터- : 3

득해 보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

잔가지들은 개의 굵은 가지가 세워지고 나서 개의 가지에 각각 얽어보게 하는 활동- 3 3

낙엽 만져 보고 느낌 이야기하기10)

숲 속의 집 나무 숲 속에 나무와 흙 등을 이용한 형의 집짓기11) : A

사용된 재료들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굵은 통나무들 여개 다량의 서까래용 팔뚝- : 20 ,

만한 나무들 수십 개 대나무 수십 개 벽에 사용할 흙 지붕으로 사용한 흙이 섞인 시, , ,

멘트 널빤지 수십 장 새끼줄 지붕에 심어놓은 화초 등, , ,

굵은 통나무를 이용하여 자 모형의 기둥들 세우기- A

세워진 기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쪽에서 알맞은 굵기로 자르고 기둥받침들을 세움-

자형이 되도록 용마루에서 뻗어 내려간 통나무들을 중간 중간 굵은 나무로 보를 세워- A ,

서 천정을 받치도록 한 모습

자형 건물의 내부는 기둥과 기둥사이에 굵은 통나무로 도리를 만들고 그 위에 널빤지- A

들을 이용하여 툇마루 만들어 놓기

지붕은 서까래로 팔뚝만한 나무들을 비교적 촘촘히 설치해 놓았고 그 위를 대나무나 갈- ,

대 등을 엮어서 그 위에 시멘트 흙을 발라서 만든 지붕

벽은 흙을 이용한 것과 나무를 이용한 것 대나무를 이용한 것 등의 장단점을 비교해보- , ,

도록 물음을 던지고 있었음

집 앞 처마에는 숯을 이용하여 설치된 풍경과 대나무를 이용하여 설치된 풍경이 매달려 있었음-

화장실12)

화장실은 우리나라의 야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공기를 이용하여 빨려 내려가-



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2005200520052005

도록 한 다음 약간의 물이 흘러 내려 절수되도록 고안되어 있는 시설이었음,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 놓은 다람쥐 인형 찾기13)

나뭇가지 사이에 다람쥐 인형을 숨겨 놓고 찾아보도록 해 놓은 활동-

나무에게 쓰는 편지14)

신갈나무 앞에 커다란 판을 칸을 나누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탐방객들이 자유-

롭게 나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

참나무 잎들을 이용한 무늬꾸미기15)

다양한 참나무의 잎들을 확대하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길 양 옆으로 전시해 놓았음-

참나무 잎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무늬꾸미기 한 것을 코팅하여 걸어 놓았음-

숲속의 자연학교 조감도 및 안내판

셀프투어를 위한 패스포트 한국인 참가자를 배려한,

한국어 패스포트가 준비되어 있었음 뒷면에는 숲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부탁 주의사항 이 쓰여져 있음( ) .

잎사귀의 지붕 빛 지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빛_ .



숲 속의 숨은 집 숲 숲은 생명의_ .

혼 흙과 나무삼나무 로 지은 집. ( )

물의 정자 물 지구의 생명을_ .

기르는 것은 물

활동을 안내하는 각종 표지판들

보물찾기 미션 하나 쌍의 숲 속의 눈을 찾아보세요_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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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인터뷰인터뷰인터뷰 2.2.2.2.

숲의 자연체험 관찰로에서숲의 자연체험 관찰로에서숲의 자연체험 관찰로에서숲의 자연체험 관찰로에서,,,, Toyoshima, Yoji

셋이서 관찰로를 걷다가 숲속에 빨간 작은 표지가 여러 개 붙어 있어 궁금해하고 있는

데 마침 인터프리터가 한 사람 지나갔다 불러 세워서 저게 뭐냐고 물었다 마침 지난, . .

년동안 이 숲과 숲속학교의 조경디자인에 참여해 왔으며 년동안 로 활동해3 10 Indicator

오고 있다는 씨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Toyosima, Yoji .

빨간 작은 표지는 이 식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표시라고 했고 식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

도 들을 수 있었다 특별한 나비가 그 식물에 알을 낳고 애벌레가 잎을 먹는 중요한 식.

물이란다 키가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족도리풀 인 듯했다 나중에 도. 10-15cm . ‘ ’ . ‘

요타의 숲 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수첩에 그림까지’ , .

그려가며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다.

족도리풀은 쥐방울과의 식물인데 사향제비나비 꼬리명주나비의 식초 먹이 식물이다, , ( ) .

이런 식물이 사라지면 아름다운 나비 몇 종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

하게 생각해야 하건만 우리 땅에선 아직도 대수롭잖다.

우연히 만난 이 분은 이 박람회장의 숲의 자연학교를 준비한 사람이었다 년 전부터 시. 3

설 설계 및 프로그램 설계를 했다고 한다 다른 인터프리터를 교육한 것은 물론이라고.

했다 한 사람의 인터프리터는 명 이하의 참가자를 데리고 교육활동을 한다고 했다. 20 .

친절한 설명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마치고 한국의 컴퓨터게임을 무척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함박웃음을 보였다 이면지로 만든 명함을 받아들고 한국의 환경교육과 활동. , NGO

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 헤어졌다.

족도리풀과

숲 곳곳에

식물상 족도리풀 의( )

모니터링을 위해

표시된 작은

표지



세토 전시회장의 마을의 자연학교세토 전시회장의 마을의 자연학교세토 전시회장의 마을의 자연학교세토 전시회장의 마을의 자연학교3. “ ”3. “ ”3. “ ”3. “ ”

마을의 자연학교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가마을의 자연학교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가마을의 자연학교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가마을의 자연학교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가‘ ’‘ ’‘ ’‘ ’
시간1) : 15:20 - 16:00

장소 사토야마 산책 존2) :

참가자 김광철3) :

참가하게 된 경위4)

가 숲의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잽싼 걸음으로 곤도라를 이용하여 사토야마 산책)

존으로 이동했음

나 해설자 일본말로 안내를 하는 대 초반의 안내자) : 20

다 참가자들 홋가이도에서 온 아버지와 살 정도의 일본 아이 요코하마에서 왔다는) : 10 ,

중년의 여성 기타 인근 지역의 노인들 한국의 김광철 등 모두 명, , 8

라 이 프로그램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참가했던 숲해설 코스와 일본의 전통 가옥) , ,

도자기 굽기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코스가 있었는데 우리 일행이 끝내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짧은 코스인 숲 해설 코스만 참가했음

마 안내자가 일본인이서 일본말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 본인은 눈)

치로 대강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음

숲 해설 코스에서 활동한 내용5)

가 처음에 다 모인 참가자들의 상호 인사 소개)

나 안내자가 숲 해설 안내에 참가했을 때의 주의 사항 이야기)

다 숲 해설의 내용)

소나무에 대한 설명 소나무의 잎 소나무 꽃과 열매 등에 대한 설명- : ,

졸참나무 앞에서 졸참나무의 벌레집에 대한 설명과 졸참나무의 새로 돋아나는 새 잎에-

대한 설명 거위벌레가 가지를 잘라내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단풍나무과 식물 앞에서 나무 열매 시과 에 대한 특징을 안내하였음- ( )

- 숲 느끼기 활동 작은 개울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더니 개울에 사는 생물들에 대하:

여 잠깐 설명하고 깔개를 주면서 적당한 곳에 앉게 하고는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시낭송 시 한 수를 낭송하고는 숲 해설 안내 활동을 끝냄- :

세토 전시회장의 마을의 자연학교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프로그램 시“ ” ,

간이 여의치 않아 대신에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프리터 숲해설가 한 분 을( ) (Shingo Tsuboi)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년을 토요타에서 기술직으로 일 해왔다는 할아버지셨다 자신이. 40 .

토요타에 일했던 경력을 자랑스러워했고 지금 이곳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것도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다.

우리는 우선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물었고 진행되고 있는 가지 코스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 2

었다 자원인력 관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퇴직 후 자원활동을 신청. ,

했고 지난 년간 의 교육을 받아 인터프리터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했다 앞서 스텝들이, 1 JEEF . JEEF

이야기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터프리터였다 교통비 정도의 적은 금액을 박람회 측으로부터 받.

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토 전시회장의 다른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일본관을 꼭 가보라고 권해주며 배웅

한다 미리 오셔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광철 선생님과 합류하여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프.

로그램에 대해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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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기 타기 타기 타4.4.4.4.

놀이와 참가존 지구촌놀이와 참가존 지구촌놀이와 참가존 지구촌놀이와 참가존 지구촌1) , NGO1) , NGO1) , NGO1) , NGO

행사 전반적으로 아이들이나 가족참가자를 배려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였고 지구촌, NGO

을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흥미로왔다 특히 놀이존과 참가존을 인접하게 배치하고 있었다. .

지구촌은 매월 개 단체 정도가 교대로 주관하여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교류하는 장으NGO 5

로 활동하고 있었다 에코머니 발행 코스별 도장찍기 등을 통해 시민들의 동선을 유도하고. ,

있었다 하지만 다른 관들에 비해서 시민지구촌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인다. .

그나마도 시간이 부족하여 단체 활동 소개 정도만 보고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일본의 전통 초가집 가옥과 정원의 연못일본의 전통 초가집 가옥과 정원의 연못일본의 전통 초가집 가옥과 정원의 연못일본의 전통 초가집 가옥과 정원의 연못2)2)2)2)

견학 시간1) : 14;30 - 15;00

견학 장소 사토야마 산책 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2) :

견학 기록자 김광철3) :

정면 칸 정도 측면 칸 정도 규모의 일본 전통- 3 , 2

의 초가집 양식의 가옥 안에서는 선전 활동도

하고 있었음

지붕은 갈대를 약 정도의 두께로 두툼하게- 1m

덮었음

내부에는 층으로 다다미방이 꾸며져 있었음- 2

정면 마당과 측면 마당에는 붓꽃 등의 꽃들이 심-

겨져 있고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연못을 꾸몄,

고 연못 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노닐고 있었음

집의 정면과 측면에 있는 연못은 집의 마루 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꾸며져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 특징이 있었음

기타 견학한 것들기타 견학한 것들기타 견학한 것들기타 견학한 것들3)3)3)3)

세토 전시회장으로의 이동은 곤도라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곤도라가 설치되어 있는1) ,

밑에도 나무를 베지 않고 줄기 중간을 잘라서 살리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역력함 중.

간에 가고 오는 곤도라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갑자기 뿌옇게 안개 같은 것이 차 밖으

로 분사되면서 사방을 볼 수 없도록 하였음 주변 지역 주택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정구간 자동 차단막 형성 프로그램이 작동되었음)

사토야마 산책 존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자동차 모형과 태양열 발전에 대한 안내2)

를 보았음

베틀을 이용하여 직물을 짜는 것을 모았음3)

일본인들이 과거에 신었던 짚신 등의 생활 용구를 보았는데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이 없었음4) ,

각 나라 관5)

한국관 인도관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부탄 등을 둘러보았는데 자연의 예지 라는, , , , , ,‘ ’

행사장의 한편에서는 가족과 어린이

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참가존과 지구촌이 운영되고 있NGO

음.



주제와는 동떨어진 자국 소개와 자국산 물건 파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음

관련참고자료관련참고자료관련참고자료관련참고자료< >< >< >< >※※※※

장소장소장소장소 :::: 나고야 동부구릉 나가쿠테정 토요타시 세토시( · , )

기간기간기간기간 :::: 년 월 일 월 일 총 일2005 3 25 - 9 25 ( 185 )
입장료 엔: 4200

테마 자연의 예지테마 자연의 예지테마 자연의 예지테마 자연의 예지::::

일본은 비록 대단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달성했지만
많은 인간적 가치들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지구 생태계
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
술적 성취는 자연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
미에서 아이치 엑스포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의 지구
실험실로 기능할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자연과 교감하고.
자신들의 삶의 경이로움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주.
제들에는 우주 생명과 정보 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환경" , "
과 인구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삶의 기술 가 지혜. " "　 　
이라는 소주제는 고령화 사회와 어린이들의 창조성 같은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순환형 사회 이라는 소주제는. " "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리사이클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
있습니다.

가져온 곳: 요코하마 포에버 카페[ ] 글쓴이: shuen

아이치 엑스포 메시지아이치 엑스포 메시지아이치 엑스포 메시지아이치 엑스포 메시지

세기에 새로운 글로벌 사20
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진보 고속 운
송수단의 발전 그리고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화는
지구상의 인간과 상품과 정보

의 교환을 믿을 수 없는 규모로 가속화했습니다 세계는.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천인 인류의 채울 수 없는 팽창욕구는
줄어들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환.
경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
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세계의 많은.
잠재적 위기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기의 지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의21

모든 생명체들과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해나가기
위해 힘을 합해 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구적 관점입니다.
아이치 엑스포 가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입니다.『 』

아이치 엑스포에 대한 영감은 자연과 생명의 힘의 놀라운 메커니즘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
집한 방대한 지혜와 지구상에서 발견된 모든 자연과의 교류방법에서 배움으로써 우리는 세,
계를 힘을 합해 지구 사회 글로벌 소사이어티 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서( )

한국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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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치 엑스포는 멋진 창조를 위한 베틀의 작용을 하는 구심점입니다 엑스포의 주제인 자.
연의 예지는 이 베틀의 씨줄이며 지구 대교류 로 이름 붙인 풍성하고 다양한 교류는 날‘ ’
줄입니다 이들 실을 한데 섞어 짠다면 부드럽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천이 생산될 것입니다. .
아마도 멋지고 새로운 지구사회를 위한 천이 되겠지요.
지구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 지역들 민간기업들 독립적인 시민들, , , , NPO/NGO
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같은 아이치 엑스포의 참가자들은 베를 짜는 직인으로서 세계를,
위해 멋진 천을 짜낼 것입니다.
가깝게 접촉하다 보면 마찰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
럽게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이성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심을 길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이 순수한 교류를 위한 촉매가 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호이해와 존중을 이끌어내기 위한 언어를 초월
하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치 엑스포 는 이러한 문화간 상호교류를 위한 장소입니다.『 』
년에 세계는 아이치현에 모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지구사회를 위한 천을2005 .

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데 어울려 미소를 교환하고 세계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즐기며 몸 전체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합시다.

공식 마스코트공식 마스코트공식 마스코트공식 마스코트

킥코로 숲의 어린이킥코로 숲의 어린이킥코로 숲의 어린이킥코로 숲의 어린이" ( )"" ( )"" ( )"" ( )"

숲의 어린이는 방금 태어났습니다 어디.
든 뛰어 다니는 이 어린이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숲의 어린이는 모든 걸 다 보.
고 싶고 하고 싶어합니다 그 그녀 는. ( )
엑스포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합
니다.

모리조 숲의 할아버지모리조 숲의 할아버지모리조 숲의 할아버지모리조 숲의 할아버지" ( )"" ( )"" ( )"" ( )"

숲의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숲에서 살았습니다 느긋하고 친절한 노인으로 많은 걸.
보아왔고 모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호기심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엑스포 이야기를 듣고.
서는 자기도 거들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공식 음악공식 음악공식 음악공식 음악

년 일본 국제박람회 협회2005 (the Japan Association for the 2005 World Exposition)
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 요시키가 작사 작곡하고 여자가수 달리아가 부른 아이치 엑스포『 』
의 공식 주제가 "나는 너의 사랑이 될 거야나는 너의 사랑이 될 거야나는 너의 사랑이 될 거야나는 너의 사랑이 될 거야(I'LL BE YOUR LOVE)(I'LL BE YOUR LOVE)(I'LL BE YOUR LOVE)(I'LL BE YOUR LOVE) 를 발표했습니다" .

요시키는 주제가를 세계 엑스포의 글로벌 이미지와 과학 및 기술의 진보와 결합된 자연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근거한 발라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열아홉살의 달리아는 하와이 출신으로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두개
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줄 아는 아가씨입니다.

회장 내 교통회장 내 교통회장 내 교통회장 내 교통

아이치 엑스포에서는 글로벌 루프 위를 도보로 이동하는 수단 이외에도 전시회장 내에 선진
적인 이동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나가쿠테에서 세토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아이치 엑스포.
박람회장을 간단하고 즐겁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모리조 곤돌라 무료모리조 곤돌라 무료모리조 곤돌라 무료모리조 곤돌라 무료( )( )( )( )
모리조 곤돌라는 나가쿠테 전시회장과 세토
전시회장 간을 연결합니다 모든 곤돌라는.
휠체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 무료

승차인원 명８

거리 약 km２

휠체어
승차인원

명이 경우,１
동승자 명４

소요시간 약 분８

기코로 곤돌라 유료기코로 곤돌라 유료기코로 곤돌라 유료기코로 곤돌라 유료( )( )( )( )
기코로 곤돌라는 나가쿠테 전시회장 내 기타 역 기업 파빌리온 미나미 역‘ ( ) B ( )北 南（ ）～
코먼 을 연결합니다 전시회장 내의 경치와 열기를 상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4 . .（ ）」

모든 곤돌라는 휠체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

대인 중학생 이상（ ）： 엔600

소인 초등학생（ ）
장애인 특별할인입장권 소지자 대상( )

엔300

승차인원 명８

거리 약 km１

휠체어 승차인원 명 동승자 명( )１ ４

소요시간 약 분４

전시회장 연결 연료전지버스 무료전시회장 연결 연료전지버스 무료전시회장 연결 연료전지버스 무료전시회장 연결 연료전지버스 무료( )( )( )( )
나가쿠테 전시회장과 세토 전시회장을 연결하는 연료전지버스는 고압수소가스를 연료로 하
는 전지와 차전지 니켈수소전지 를 동력원으로 모터를 구동하여 주행합니다2 .（ ）
모든 전시회장 연결 연료전지버스는 휠체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전동휠체어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차량을 고정시킬 수 없는 휠체어는 안전상의 문제로 승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료유료유료유료IMTS( )IMTS( )IMTS( )IMTS( )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는 압축천연가스로 달리는 자동운전 대형저공해버스입니다IMTS .
북게이트역 서게이트역 엑스포돔역 과 서게이트역 메세마에 간을 주행합니다‘ ’ ‘ ’ .～ ～ ～
는 특별히 아이치 엑스포 용으로 디자인한 차세대의 새로운 교통시스템입니다 환IMTS ‘ ’ .

경친화적 대형저공해버스 대가 전자적으로 자동 편성해 가며 자동 주행합니다2 3 .～
모든 는 휠체어로 이용 가능합니다IMTS .

요금 무료

승차인원 명65

운행간격 분８

휠체어 승차인원 명２

소요시간 약 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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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램 유료글로벌 트램 유료글로벌 트램 유료글로벌 트램 유료( )( )( )( )
약 의 글로벌 루프 위를 배터리 구동으로 주2.6km
행하는 량편성의 쾌적한 이동수단입니다3 .
글로벌 트램은 글로벌 루프 위를 쾌적하게 관람하면
서 주행하는 편리한 이동수단 입니다.
모든 글로벌 트램은 휠체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
회（１ ）

대인 초등학생･ 엔500

유아 장애인 특별할인입장권 소지자 대상（ ）･ 엔300

승차인원 편성당 명52１

운행간격
남북을 연결하는 계통은 약 분13

동서를 연결하는 계통은 약 분19

휠체어 승차인원 명２

소요시간 약 분20

글로벌 루프 위에는 곳의 정류장이 있습니다4 .
회 승차로 글로벌 루프 반바퀴 정류장 구간 정도를 주유할 수 있습니다2 .１ （ ）
명이 승차할 경우의 휠체어 사이즈는 폭 길이 높이 까지입니다2 63 , 105 , 92 .ｃｍ ｃｍ ｃｍ

기타 이동수단기타 이동수단기타 이동수단기타 이동수단

전시회장 내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이동수단 이외에도 하트풀 카트 무료 자전거‘ ’, ‘（ ）
택시 유료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용 시에는 좌석으로 옮겨 타셔야 합니다 하트풀 카트에는 접은 휠체어 대를 실을 수 있. 1
습니다.

요금
대인 중학생 이상（ ） 엔200

소인 초등학생 장애인( ）・ 엔100

승차인원 대당 명1 50

운행간격 자동운전구간： 분10

매뉴얼운전구간： 분40

휠체어 승차인원 명 명 대당 명2 3 (IMTS 1 1 )～

소요시간 약 분 자동운전구간 편도 최단10 ( )



하트풀 카트 무료( ) 자전거택시 유료( )

세계를 연결하는 공중 회랑 글로벌 루프세계를 연결하는 공중 회랑 글로벌 루프세계를 연결하는 공중 회랑 글로벌 루프세계를 연결하는 공중 회랑 글로벌 루프“ ”“ ”“ ”“ ”
나가쿠테 회장- -

지금까지의 국제 박람회는 개발형이 많아 광대한 평지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최첨단의 건축

물과 기술을 전시하여 국위선양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이치· .

엑스포는 회장을 결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개발형을 포기하고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 회장 만들기로 컨셉을 크게 변경해 왔습니다 이러한 회장 만들기는 박.

람회 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150 .

나가쿠테 회장은 원래 아이치 청소년 공원이었던 곳으로 야구장과 테니스 코트 스케이트장,

등이 기복이 풍부한 지형 안에 점재해 있었습니다 이 자연의 지형 속을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글로벌 루프 입니다 기복 있는 지형과 연못의 개변을 최“ ” .

소로 하고 또한 희귀한 동식물의 생식도 배려하여 그것들을 우회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벌 루프로부터 개의 글로벌 코몬즈와 기업 파빌리온이 연결되어 있어서 루프를 걸으6

며 세계일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루프는 전체 길이 폭 의 표. 2.6km, 21m

주박형으로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은 에 이릅니다14m .

한편 보행 부분은 입장하시는 분들께 편안하도록 수평에 가까운 배리어 프리 구조로 만들어

져 있습니다 최대 경사도는 로 군데군데 수평 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휠체. 3° .

어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배려된 것입니다 노면은 아스팔트가 아닌 목재가 사용.

되었습니다 폭 를 거의 균등하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앙 부분은 폐목재와 폐플라스. 21m 3

틱을 씩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양 사이드는 브라질산 유칼리의 식림재가 사용되었50%

습니다 또한 일부에는 아이치현산 삼나무의 간벌재도 사용되었습니다 루프를 걸어 보면. .

목질의 부드러움을 신발을 신고도 느낄 수 있어 아주 기분이 좋다 고 시찰하러 온 사람“ ”

들의 평판도 아주 좋았습니다 중앙부에 플라스틱을 함유한 재료를 사용한 것은 트램의 통.

행과 긴급 차량의 동선으로서 사용되므로 충분한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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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벌재간벌재간벌재간벌재****
일부 나무를 벌채함으로써 남아있는 다른 나무의 성장을 촉진하여 삼림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을 간벌이라고 하며 벌채된 재목을 간벌재라고 합니다 간벌하지 않으면 나무의 뿌리 내림.
이 나쁘고 큰 비로 인한 토사 재해와 쓰러진 나무가 강에 유출되어 하천변의 인가에 큰 피
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녹화벽 바이오 렁거대한 녹화벽 바이오 렁거대한 녹화벽 바이오 렁거대한 녹화벽 바이오 렁“ ”“ ”“ ”“ ”

사랑 지구 광장·

사랑 지구 광장에 거대한 녹화벽이 출현합니다 그 크기는 무려 길이 높이 이· . 150m, 12m

상에 이를 정도로 장대합니다 이것은 바이오 렁 이라고 하여 생물을 의미하는 바이. “ ” “

오 와 폐의 렁 을 조합한 말로 생물의 힘에 의한 도시의 폐기능 이라는”(bio) “ ”(lung) “ ”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히트 아일랜드 현상 등의 문제가 표면화된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도시 만들기를 진행시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고층빌딩.

이 숲을 이루는 도시에서 삼림을 넓혀 가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도쿄도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 옥상 등 녹화 의 의무부여를 년 월부터 실시“ ” 2001 4

하여 녹화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옥상을 녹화한 빌딩도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기.

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법률로서 경관삼법 이 년 월에 각의 결정되어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 2004 2

위한 규제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경관이라는 의미에서 벽면 녹화는 옥상 녹화 이상의 효.

과를 발휘하였고 또한 환경면에서도 지구 온난화와 히트 아일랜드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치 엑스포에서 보실 수 있는 바이오 렁 에서는 식물이 가진 환경에 좋은 면과 아름“ ”

다운 경관을 동시에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은 개사 정도의 기업군이 분할해 담당하. 15

고 최신의 벽면 녹화 기술이 모두 동원됩니다 사랑 지구 광장에서 보이는 벽면뿐만이 아. ·

니라 면의 녹화벽으로 둘러싸인 꽃과 삼림으로 장식된 회랑을 걸으며 아름다움과 정취를2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의 양 사이드에서는 광촉매를 코팅한 케나프재로 만들어진 텐트 원단에

포켓을 만들어 장미 등의 화려한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 수지 발포체에 세둠 식생 매트를 붙인 것 피트모스의 식생 기반에 만성 식물을 재배한,

것 물이끼에 가냘픈 야생 풀꽃을 재배한 것 등 많은 연구를 한 최첨단의 기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라믹으로 활성수를 생성하고 미스트로 하여 분무하는 것도 실시됩니다 주변의 기온 저감.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 렁은 식물의 힘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흡수 산소의 공급 여름철의 기온 저감 등 도시 생활 환경의 개선 환경 부하의 경감을 꾀· , ,

하는 미래의 환경 장치를 제안합니다.

개장 전의 완성 예상도 실제 모습 사진 김두림( )



여덟 연수 장소 재: ( )KEEP(Kiyosato Education Experiment Project)

시 설 명 포레스트 스쿨:

주 소 야마나시현 북두시 타카네쵸 키요사토: 407-0311 3545·〒
전 화 : 0551-48-2114 FAX: 0551-48-3575

홈페이지 : http://www.keep.or.jp E-mail: keep@keep.or.jp

연수기간중 나이트하이킹 프로그램과 숙식 의 운영에 대한 간담회은 자연학교에서 레, KEEP

인저로 활동하는 다카시 고니시 남 세 와 함께 하였으며 은 년에 건설된 세이센( ,31 ) , KEEP 1938

기숙사를 중심으로 을 내걸어 실천적인 모델FOOD, FAITH, HEALTH, HOPE FOR YOUTH

농촌 커뮤니티를 만들기를 목표로 년 폴 러쉬 박사에 의해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1948 KEEP .

폴러쉬박사
미국 케터키주 출신인 폴러쉬박사는 간동대지진에서 붕괴한 도쿄와 요코하마의 를YMCA

재건하기 위해 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 릿쿄우 대학으로 교편을 취해 미일1925 . , ,

개전에서 강제송환 될 때까지 일본의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전 미식 축구의 소개와 보급 도쿄의 세이로카 국제병원 건설의 모금 활동 일본 성, , ,　

도 안데레 동포회의 설립에 진력해 야마나시현 키요사토에 키프의 중심 시설이 되는 세이센

기숙사를 건설했습니다 박사는 최선을 진 버릇 그리고 일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세. ,「 」

지를 남겨 년 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1979 82 .

의 역사의 역사의 역사의 역사1. KEEP1. KEEP1. KEEP1. KEEP

창설자인 폴러쉬박사가 의 정신으로 차대전 당시food, heath, faith, hope for yoouth 2

가난한 도시였던 키요사토에와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여러단체들이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을 본

따 기숙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교회 보육원 등을 만들었으며 그에 따른 고용효과도. ,

컸습니다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낙농중심으로 먹을거리를 생산했으며 교육은.

보육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시설현황시설현황시설현황시설현황2. KEEP2. KEEP2. KEEP2. KEEP

은 세이센 기숙사 농장 자연학교 폴러쉬기념센터 환경교육사업부 안데레교회 요한KEEP , , , , , ,

보육원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에 따라 숙식소와 제품판매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자연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자연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자연학교의 프로그램 운영3. KEEP3. KEEP3. KEEP3. KEEP

자연학교는 설립 된지 년이 되었으며 여년전 병원으로 사용되다 년만에 필요에KEEP 6 20 1

의해 창고로 사용되던 곳을 자연학교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자연학교의 스탭진은 공간 밥 프로그램 등의 분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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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체주도의 프로그램과 의뢰형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며 캠프 프로

그램은 연 회 정도가 개최 됩니다 캠프는 유아 초중 가족단위로 진행되며 캠프의 목적35 . , ,

은 참여하는 아이나 성인들에게 성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고 학교와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청소년 들이며 그 외에 교회나 사회공헌을 추

구하는 기업에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자연학교의 재정자연학교의 재정자연학교의 재정자연학교의 재정4. KEEP4. KEEP4. KEEP4. KEEP

재단법인이라 재정이 풍족하진 않지만 일반인들의 기부가 큰 편이고 특히 미국에서 폴러쉬

박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에 재정지원도 합니다 회원구조속에서 회비를 받는 것은KEEP .

없고 캠프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기부를 합니다 자연학교의 연 총수입액은 억엔이고. KEEP 2

그중에 만엔이 프로그램 수입입니다2000 .

의 목표의 목표의 목표의 목표5. KEEP5. KEEP5. KEEP5. KEEP

자연학교의 목표는 현장에서 체험과 학습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느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 입니다 자연학교에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오게 하려면 재.

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리목적의 수입이 아닌 이곳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수입원을 만듭니다.

참여자들이 참가비를 제공해 숙식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는 그 참가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질의응답질의응답질의응답질의응답6.6.6.6.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6-1

있는지?

아이들이 다치는 것도 자연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음에는 안전하고 조심.

히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위험한 요소 예를 들면 뱀을 만날 경우 등은 사전에 종이연. ,

극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에 임합니다.

이곳의 면적과 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6-2 .

이곳의 면적은 헥타아르이며 국유지이어서 지금까지 빌려서 사용하고 야마다시현에 매년240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일부분은 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료나 커리큘럼은6-3 KEEP ?

그런 자료는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맞춤형 프로.

그램을 운영합니다.

의 프로그램 강사교육과 운영6-4 KEEP

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이 참여하며 특별한 자격은 없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신청해KEEP

배치가 되면 선배 등에게 교육을 받고 임명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다른 양성프

로그램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 졸업 후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으며 레인저로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처음엔 급

여 없이 실습생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다 로 발전합니다 의뢰를 하는 사람들에게staff .

이곳의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해 원하는 것을 진행하며 은 대부분 혼자서 프로그램을 진행staff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에는 기획회의도 진행합니다.

또 의 환경교육은 년이 되었고 자연학교는 년전 필요성을 느껴 개설했습니다KEEP 21 6 .

세분야에서 프로그램만 년간 진행했으며 그 동안 나머지 두가지 공간 식사 분야의 필요성15 ( , )

이 느껴졌습니다.

와 의 관계6-5 KEEP JEEP

지금은 없어진 내의 비지터센터에서 한사람이 미국의 레인져 프로그램을 본따 진행했습니KEEP

다 그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 곁가지로 생겨나간 키요사토 미팅 이. KEEP ' '

의 원조입니다 그 비지터센터가 지금의 포레스터 스쿨이 되었습니다 비지터센터 안에는jeep . .

에서 일하는 사람과 야조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으며 독자적 운영이 가능KEEP KEEP

해져 야조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엔 민간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적은 수의 단체들이 모여.

키요사토 미팅이 만들어졌습니다.

와까바야시란 사람이 사무국을 꾸려 운영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KEEP

이후 독립해 을 운영했고 그동안 사용했던 비지터 센터를 포레스트 스쿨로 이름을 바jeep jeep

꿔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스쿨의 실천의 장이 자연학교 입니다. .

의 교육정원6-6 KEEP

프로그램은 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아의 경우 명이 참여하고 특성상 부모가 같이 참여해25-30

총 여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명이 한 번에 참여하며 박 일 박 일 간 참여합니다60 . 40-50 1 2 -2 3 .

인터내셔널 릴레이션6-7

차 세계대전 후 폴 러쉬 박사가 와서 어려운 이 마을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 정신을 이2 .

어받아 필리핀을 원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도움이 다가 아니고 쌀농사를 지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방식과 과의 연관성6-8 cone

이곳에서 진행하는 인터프리터 캠프가 있습니다KEEP .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인터프리터 캠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

프 체험학습법을 알려주는 과정 기획을 하는 인터프리터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 .

스탭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중에는 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캠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종.

류의 양성과정 캠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 경우는 인재를 네트워크 시키는 것이며 이곳에서의 교육은 참가자들이 필요한게 무엇인cone

지를 파악하고 그런 강좌를 제공합니다.

양성과정 강사진과 프로그램6-9

강사진은 기본적으로 에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분으로 구성하며 혹은 타단체에서 능력있는KEEP

분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이곳의 레인져가 타 단체에 강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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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우 대학졸업할 때 양성과정에 참여했으나 그 이후 스탭으로 참여한 후에는 다른 양성

과정을 밟은 게 없으며 포레스터 스쿨과 자연학교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양성과정에KEEP

참여해야만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축적한 것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아

동에 관한 것이나 필요한 공부는 알아서 합니다.

스탭중 한분은 보육사로 년을 지냈으나 이분도 유아심리나 아동에게 접하는 방법등 교육의10

필요성을 느껴 유아관련 공부를 합니다.

맺음말맺음말맺음말맺음말7.7.7.7.

자연학교는 그 자체가 리모델링한 건물로 일본의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곳곳에 레인keep

저의 손길이 묻어있었습니다 레인저가 직접 만든 엽서를 판매하고 직접 만든 자연체험 프.

로그램물 전시품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이런 시설들이 늘어, .

나고 있지만 레인저라기 보다는 관리자에 의해 현상을 유지하는 모습이 많아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숙박형 자연학교인 자연학교에서 우리는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 의도keep jeef keep

와 레인저의 자격과 양성과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창립은 열악한 민간. jeef

환경교육의 장에서 보다 많은 자연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키요사토 미

팅이 시발이었습니다 년 이미 네트웤의 필요성을 느낀 선도자들이 의 사무실에서. 1987 keep

함께 생활하며 이후 독립해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위력적인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독립 전까지 모임의 과정이나 고민들에 대한 궁금증이 컸.

으나 욕심만큼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나 은 모든게. keep jeef

갖춰진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뜻을 가진 한사람 혹은 몇 사람에 의해 때론 수난당

하고 폴러쉬 박사의 강제출국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행해 현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 .

우리나라도 현재 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곳곳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환경교육 정책변화와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만 우리 스스로 전선 네트(

웤 을 갖추지 못해 공공의 환경교육 영역이 사적이익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지금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인.

증제와 네트워크는 엄연히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레인저 양성과정의 경우 자연학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소 달랐지만 안정적 하드웨어keep

를 갖춘 그들의 경우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면접을 통해 먼저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자.

원봉사를 통해 일정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정식 레인저로 활동을 합니다 레인저는 선배에.

게 교육을 받고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교육해야 합니다 물론 양성과정도 진행된다고 하지.

만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기획

돼 진행된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이 한 단계 높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의 헌신성이 공통의.

과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홉번째 연수 장소 토요타의 숲: ( )森トヨタ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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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toyota.co.jp/toyotanomori/

토요타의 숲의 계획토요타의 숲의 계획토요타의 숲의 계획토요타의 숲의 계획1.1.1.1.

일본의 대기업 토요타 자동차 사는 지구환경문제를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써 여겨 여러 가‘ ’

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숲의 힘 에 주목하여 그 힘을 조사 활용하기 위. < >

하여 만든 것이 토요타의 숲 이다< > .

숲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모든 생물과 숲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토요타 자동차는 토요타의. <

숲 을 무대로 숲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하는 방법과 숲과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

이 숲은 약 년 전까지는 지역 사람들과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던 사또야마 였다30 ( ) .里山

그러나 그 후 사람들이 숲을 이용하지 않게 되자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 그래서 그 숲을.

자세히 조사하고 현재,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 ,』 보전구역보전구역보전구역보전구역『 』『 』『 』『 』, 활용구역활용구역활용구역활용구역『 』『 』『 』『 』 이렇게 개의 구역으로, 3

나누어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타 숲 은 토요타 자동차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만들어졌으며 올해에만< > , 4,000

명 정도가 방문하였고 연 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에 참가하는 무료이며, 120 .

무료 버스 제공도 운영하고 있었다.

토요타의 숲 모델림 구성토요타의 숲 모델림 구성토요타의 숲 모델림 구성토요타의 숲 모델림 구성2.2.2.2.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A.A.A.A. 숲은 잘 정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려 숲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잃게 된다 이 구역에서는 삼림 내부의 빛과 바람을 넣는 기본적인 정.

비를 가미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쿠에르커스 견본림A1

쿠에르커스 실생묘 시험구A2 ( )實生苗

방치 시험구A3

대나무활용 시험구A4

리사이클야드A5

아베마끼 이 숲의 대표적인 나무 보전시험구A6 ( )

자연림화 시험구A7 ,Ⅰ Ⅱ

천연 진달래 육성 시험구A8



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2005200520052005

보전구역보전구역보전구역보전구역B.B.B.B. 이 구역에서는 귀중한 생물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귀중한 생물: .

뿐 아니라 몇 가지 귀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그 자체를 보호하는 활동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종 보전시험구B1 周伊勢灣

시데고부시 보전시험구B2

적송 보전시험구B3

리사이클 녹화시험구B4

활용구역활용구역활용구역활용구역C.C.C.C.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잘 순환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

이 구역에서는 자연순환 속에서도 중요한 삼림자원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진

행하고 있다.

숯활용 시험구C1

수질개선 시험구C2

사토야마 학습관 에코의 숲 하우스의 운영사토야마 학습관 에코의 숲 하우스의 운영사토야마 학습관 에코의 숲 하우스의 운영사토야마 학습관 에코의 숲 하우스의 운영3.3.3.3.

사토야마 학습관 에코의 숲 하우스 는 숲의 정보관 숲의 학습관 바이오마스 전통관 바< > , , ,

이오마스 미래관으로 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4 .

숲 하우스의 개 건물은 만들어진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과 열의 전달방4

법이 다르다 건물을 세울 때부터 부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가능.

한 적게 배출하도록 목재 아이치 현에서 자라는 삼나무로 제작 를 많이 사용하여, ( ) Biomass

자연의 힘 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안을 한 건축물이다( ) .

숲의 정보관 옥상에는 식물을 심고 태양열을 온돌에 사용하고 있다 건물 가운데 밖: .①

에서 적절하게 바람이 통과해 열도 전해지는 건물이다.

숲의 학습관 현대주택과 동일한 단열재 등을 사용한 건물로써 외부로부터 열이 전달되:②

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이 공간은 일본의 초등학교 교실을

흉내 내어 만들었다고 한다.

바이오마스 전통관 옛날식 방법으로 지어진 건물로 통풍이 잘되며 외부로부터 전달되:③

는 열이 자연스럽게 대체되어 진다.

바이오마스 미래관 :④ 천정이 높으며 창이 많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건물이며 냉방과 난

방을 될 수 있는 한 자연의 힘을 사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관에서 설명중인 이께가미 상 영상물 매일 숲에서 만나요< > < ‘ ‘ >



전시내용)ⅰ

입구 숲속을 즐기자 토요타의 숲[ ]⑴

토요타 자동차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토요타의 숲 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 .

가이던스 룸 숲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삶[ ]⑵

곤충의 눈으로 본 숲과 인간사회에 관한 소개를 함과 동시에 나무표본과 장난감도 전시하고 있다.

지오라마 숲과 사람의 전통 현재 미래[ , , ]⑶

옛날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숲을 종이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시 고향의 지혜 수공예의 즐거움1 [ ]⑷

일본식취사용난방장치인아로리 부뚜막 등지금도활용되는옛삶의지혜를소개하고있다< >, < > .

전시 숲을 잃어버린 현재의 삶2 [ ]⑸

자원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많은 쓰레기를 방출하는 현재의 삶을 재고하는 코너이다.

전시 내일의 삶에 숲을 활용하자3 [ ]⑹

바이오마스 등의 신기술로부터 숲과 인간의 앞으로의 미래에 관해 생각하는 곳이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거리에서 지역으로부터 지구에< , >

토요타 자동차의 신기술과 세계각지에서 시작되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전 시 물 전 시 물< > < >

전 시 물 전 시 물< > < >

사토야마 학습관 에코의 숲 하우스) < >ⅱ

에코의 숲 하우스 전경 견학 온 아이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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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림) Foresthillsⅲ

모델림에서는 도시 근교림을 활성화하여 도시환경개선에 활용함과 동시에 새로Foresthills

운 이용방법을 찾기 위해 자연과의 공생 을 실현 하기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 .

이 산은 년경까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마을뒷산 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에너지1965 “ ”

혁명이후 그 영향으로 이용이 거의 없어져 황폐화 된 상태로 방치되어져 왔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 환경에 관련된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정비지역<a. >, <b.

보전지역 활용지역 으로 구분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c. > .

이곳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인접하여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의 보존방법과 환경문제에 대응하

여 마을 뒷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메뉴를 준비함으로서 세기의 마을 뒷“21

산 의 미래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

매일 숲에서 만나요 라는 곤충을 의인화 시킨 영상물을 보고 난 뒤 숲에서의 주의사항< > ,

몇 가지를 듣고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거미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이 숲이 가지고. ,

있는 생물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세 지역의 시험구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토요타의 숲 포레스터힐즈 모델림< >

정비존a.

숲은 제대로 손질 하지 않으면 숲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없어지기에 이 존에서는 삼림 내,

부에 빛과 바람 을 넣는 간벌과 같은 기본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숲 속을 밝게 하여 쾌적< >

하고 건전한 산림을 만들고 있다.

쿠에르카스 도토리나무 견본숲a1.

쿠에르카스는 사토야마를 대표하는 종류의 나무로,

도토리 열매를 맺는 나무 중 졸참나무와 떡갈나무

쿠에르카스 의 견본으로서 식수하고 있다( ) .



쿠에르카스 도토리나무 모종 시험구a2.

소나무가 시들어서 살수 없는 공간에 쿠에르카스의

씨 도토리 를 뿌려 기르는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이다( ) .

넓은 공간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관찰하는 시험구로

년째 이다8 .

우바메 가시나무는 숯으로 사용되는 나무인데 중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해 사용했다 그러, .

나 그 양이 너무 많아 중국측에서 현재 수출을 금지시킨 상태이다.

숲의 오른편은 토요타 숲 만들기 이전비교구역이고 왼편은 정도 간벌한 정비지역이다( ) , 70~80% .

이곳에선 나무에 부피생장과 도토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네모의 그물망 안으로 떨어지는.

모든 것을 조사하는데 특히 도토리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한다, .

또한 고목을 통해 햇빛과 바람량을 조사하고 뒤쪽에는 중목 상록수 시험을 하고 있다, .

부피생장 측정 도토리 모니터링< > < >

방치 시험구a3.

인간이 손질을 하지 않게 되고 마른 숲이 되고 있던,

이 숲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장소이다 숲을 정비하.

는 의미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이 숲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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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활용 시험구a4.

죽순을 먹는 것 외에 별로 사용되지 않게 된 대나무

는 생장이 빨라 금새 숲의 모습을 바꾸어 버리는 원

인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나무 숲으로서 필요한.

정비를 하여 대나무의 유효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나무칩 활용 풀같아 해 길에 사용하고 있으며 숯( ) ,

으로도 이용된다.

아베마끼 나무는 코르크 조직을 가지고 있어 만져보면 폭신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

산길을 걷다보면 푹신한 땅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버섯이 썩은 나무에 붙어 흙을 만들,

고 있는 곳이다.

수액을 먹어보거나 냄새를 맞아보는 코너< >

리싸이클 야드a5.

숲의 정비를 위해서 잘린 나무를 건조시키고 작게 부수어 이 칩들을 숲의 새로운 정비에,

활용하는 숲의 리싸이클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대나무 칩< >

아베마키 보전 시험구a6.

아베마키는 상수리 나무를 닮은 낙엽수로 이 숲의 대 표적인 나무이다 아베마키 나무.

는 장래의 세대교체를 생각하여 수년을 기르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험에 의해서.

이 숲의 특징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게 되는 것이다.



자연림화 시험구a7. a9. ,Ⅰ Ⅱ

침엽수와 광엽수가 적절히 섞여 숲을 형성하도록 유도

하고 있는 공간이다 자연림화 시험구 에서는 광엽. < >Ⅰ

수가 많은 잡목림에 사이프러스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

하고 있다.

자연림화 시험구 에서는 사이프러 스의 인공림< >Ⅱ

안에서 가려져 있는 광엽수의 생장을 돕 는 것부터

작하고 있다 빛이 안들어 오는 곳의 낮 은 나무는 생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토요타 숲 에는 모기가 무척 많은데 여기서 자라는< > ,

다카노쯔메 나뭇잎은 모기에 물렸을 때 물린 곳에 비

비면 진정효과가 있다.

천연 진달래 육성 시험구a8.

이 숲의 일부에는 천연 진달래가 피어있다 그러나 손질이 되지 않게 된 결과 다른 높은 나.

무에 가려져 꽃이 피지 않게 되어 버렸다 거기서 빛과 바람을 넣는 손질을 실시하자 많은.

꽃이 피게 되었다.

이곳에 있는 큰나무 베어지게 되는데 베어진 나무는 죽지 않고 또 자라게 된다 대게, .

년생 나무 자르게 되는데 잘린 나무들은 다시 년생으로 회춘하게 되는 것이다 이35~45 , 1 .

런 방법으로 나무가 젊어지면 산소섭취량 증가한다.

잔가지 또한 잘라 놓으면 자르자마자 다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곳에 있는 히노끼나무의 향기는 두통과 분노 했을 때 진정효과가 있다.

이 숲에는 계단식 논이 있는데 예전엔 나무가 없었다고 한다, .

나방똥 잎냄새가 나는 곳까지가 정비존이다, .

다카노쯔메 나뭇잎< > 잘라서 다시 심어놓은 나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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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존b.

이 존에서는 귀중한 생물을 지켜 기르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귀중한 생물만을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귀중한 생물이 살수 있도록 환경 그 자체를 보호하는 활동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세만 주변에 서식하는 식물 보존 시험구b1.

이세만 주변에는 작은 습지대가 여러 가지 곳에 있어,

세계적으로 귀중한 생물이 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습.

지나 물가를 정비하고 이세만종이라고 불리는 귀중한,

생물을 보호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데코부시 보전 시험구b2.

일본 특유의 목련화의 일종인 시데코부시 등 귀중한 식물의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숲안

을 밝게 유지하고 있다 이세만종 중에서도 환경청의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

로 귀중한 식물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데코부시를 중점적으로 기르고 있다. .

적송보전 시험구b3.

전국적으로 적송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화,

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적송이 원래 가지고 있는 활,

력을 높인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하고 있는데 특히. ,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험하고 있다.

리싸이클 녹화 시험구b4.

산을 정비하기 위해서 잘린 그루터기나 간벌재를 흙 상태가 나빠진 장소에 심어 묘목의 차이를 보

여주는 시험을 하고 있다 그루터기를 이식하거나 간벌된 나무의 뿌리를 심어 뿌리내리게 하는 초.

록의 재생을 앞당기기 위한 실험을 하는 곳이다.

뿌리만 심었는데도 잘 자라는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씨앗이 날아와 자라 나무가 된 것도. 있었다.

이곳의 도토리 나무들은 식량 아니고 숯으로 이용하기 위해 심겨진 것이다, .

활용존c.

숯의 활용시험구c1.

숯의 효과가 재검토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숯을 활용하고 환경을 보다 좋게하기 위한 시험을. ,

실시하고 있다 숯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

수질개선 시험구c2.

산에 있는 요시다 연못은 가하쯔공사에 의해서 흙이나 모래가 섞이고 잉어등의 영향으로 귀



중한 생물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거기서 대규모의 장치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전의 자연의 연못으로 되돌리는 시험을 하고 있다.

위와같이 토요타 숲 에는 여러 가지 시험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숲이 원래 가지< > .

고 있는 힘 그 힘에 대해 조사하고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자연의 힘을 환경을 위[ ], ,

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실험을 하기위한 숲이다 이곳에서는 자연과의 공생을 목표로 다양.

한 시도를 실시하고 있다.

토요타 숲 에 있는 나무층계는 다른 곳의 나무층계처럼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액< >

을 바르지 않았다 이는 자연 그대로의 숲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다. .

숲에는 인공호수가 있는데 이 인공호수는 논에 물을 대기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

낯익은 울음소리가 들려 물어 보았더니 황소개구리의 울음소리였다 이곳에도 황소개구리.

개체수의 증가로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한다.

나가며나가며나가며나가며4.4.4.4.

우리의 견학코스는 시간상 제일 짧은 코스였는데, a2

코스를 돌아보았다a4 a7 a8 b4 .→ → → →

우리가 견학을 시작할 무렵 한 무리의 아이들 또한,

교육을 받기위해 도착했는데 여기서의 교육은 아이들이,

숲의 이곳저곳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져 있었다 지.

도하는 안내자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인형이나 모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아이들의 작은 반응에도 즉각,

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이들도 무척 신나하는 모습이었다. .

코스견학이 끝날 무렵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호텔과 숲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안.

내자의 말로는 토요타 숲 이 지향하는 세기는 이렇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 21

모습 이라고 했다.

토요타 자동차에서는 인간은 숲을 모든 생물들과 나누면서 살아가야하는 대상 으로 인식하‘ ’

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숲과의 새롭고 친근한 방법을 찾아가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마지막 날이라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다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비록 숲의 일부밖에,

견학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토요타 숲 의 견학은 우리에게 숲을 정비함으로, < >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토요타 숲 의 정비 사업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 환경의 난< > ,

개발과 비교되어 가슴이 아팠다 환경적 가치관의 부재에서 비롯된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파괴는 이제 극에 다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자연환경을 조경이 아닌 정비 보존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과 치료환경,

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람을 자연을 재생산 하고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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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나눠줌으로 해서 기업의 이익이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지역에서 이러한 책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다, .

그 책임들을 함께 할 때 모든 생명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든 생명의 가치가 인정되는 세,

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열번째 연수 장소 혼다의 숲: (Hello Woods)

홈페이지 : http://www.honda.co.jp/hellowoods/

위 치위 치위 치위 치○○○○

- 역에서 버스로 분 거리JR 15宇都宮

도쿄고속도로에서 로 진입하여 동쪽으로- IC宇都宮

지점45km

혼다랜드안에 위치-

규 모규 모규 모규 모○○○○

- 약 의 유보도로 정비42ha, 3km

배 경배 경배 경배 경○○○○

혼다랜드 건설의 일환 상상력과 창조력을 근간으로 세기의 놀이와 배움의 장 마련- 21

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지역과 공생 마을과 근접한 산의 문화 전통에 대한 재생 보전 전승- . , , ,

테 마테 마테 마테 마○○○○

지속되는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를 테마로 구성-' '

도토리를 통한 참나무와 생물연계성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전개 구성전개 구성전개 구성전개 구성○○○○

필드 수림은 교재 교실임을 일깨움: ,

캐스트 사람과 수림을 연결하는 안내역할:

프로그램 직접 참여하는 기회 제공:

내부 구성내부 구성내부 구성내부 구성○○○○

클럽하우스 오크캠프장 진흙덩이 녹의 광장 아카네스미 광장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계절별 다양한 경관 창출-

지역커뮤니케이션지역커뮤니케이션지역커뮤니케이션지역커뮤니케이션::::○○○○

다양한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람과 자연의 깊은 유대 를 지양>

지역의 역사적 자산이나 지혜를 포함 하는 공생프로그램 계획

각종 행사에서 활동 소개hello woods

강사파견 강연회 개최강사파견 강연회 개최강사파견 강연회 개최강사파견 강연회 개최,,,,○○○○

보다 깊이 있는 활동 전개

법인과 공동 정화 프로젝트 계획법인과 공동 정화 프로젝트 계획법인과 공동 정화 프로젝트 계획법인과 공동 정화 프로젝트 계획NPONPONPONPO○○○○

코스개발로 인한 숲생태계 피해최소화

발생된 임산물을 이용한 조성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단계의 개념을 진행시키기 위한-5

프로그램구성

흥미 인식 생각 표현 깨달음의 단계, , , ,

일일프로그램일일프로그램일일프로그램일일프로그램○○○○

워킹 체험 동식물관찰 장수풍뎅이 채집 프로그램 반딧불 투어< > : , ,

만들기 체험 자생식물을 이용한 공작< > :

체험 자생식물을 이용한 요리< > :食

숙박프로그램숙박프로그램숙박프로그램숙박프로그램○○○○

야외생활 체험 계절별 주제에 따라 월 개정도의 프로그램 진행< > : 5

수림만들기 체험 숲가꾸기 진흙탕만들기 흙으로 만드는 부엌< > : , ,

견학내용 정리 가이드 사끼노 상 분의 짧은 코스방문< > - , 30

도쿄구장의 배 규모의 숲으로 약 이다140 640ha .

혼다의 숲에서는 숲을 손질해 가는 것을 중요시한다.

숲을 손질함으로써 이 숲에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해지고 여러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 및

피신처를 마련해준다.

이곳에서는 평균 여년 된 숲과 논 체험이40

가능하다 한해에 혼다의 숲을 방문하는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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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만여명나 된다6 .

산책로 바닥에는 간벌된 나무로 만든 칩을

깔아두었다 답압현상과 우천시에도 방문객들이.

불편없이 다니게 하기 위함이다.

혼다의 숲에는 곳곳에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도

록 데크를 설치하거나 벌목을 통하여 시야를 확

보해 놓은 곳이 많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주변 풍경도 중요시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도토리오두막>

이곳의 포인트는 참나무와 도토리 그리고 사람

들 간의 삶의 관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들이 싹이 나는 것을

찾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참나무를 인위적으로 잘라서 맹아의 성장을 년

도별로 비교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참나무 맹아는 년에 약 씩 성장한다 숲의1 2m .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파괴된 숲의 재생능력과 그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를 잘라 관찰하게 한 것이다.

이곳의 천막은 에듀벌룬을 재활용하여 만든 것인데 가볍고 오래간다고 한다, .

오두막에 설치된 의자는 간벌된 나무를 년동안 건조한 것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3 .

오수처리장>

혼다의 숲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으로 화장실과 그 처리장이다.

혼다가 생산하는 자동차중 라는 가장비싼 자동차 대분 약 억 천만원 의 설치비가 투자NSX 2 ( 2 4 )

되었다.

화장실은 수세식이나 물을 끌어다 쓰지 않고 대소변을 이용한 자체정화시설을 통해 생산된

물을 사용한다.

숲에서 토양균을 가져다 사용하게 되는데 대소변과 토양균이 만나 전체배설물의 를 물, 98%



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탄산가스 등으로 분해된다 자체 정화조를 열어보여줬는데 토양속.

의 균만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보통 여러 균들이 함께 있다보면 가장 강한 균만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는 다,

양한 균들이 공존하도록 숨을 장소를 제공하여 각 균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렇게 재생산된 물을 가이드해주신 분이 직접 시음하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미용에. ,

도 좋고 애완견등의 배설물의 냄새도 없앤다고 한다, .

이곳에서는 이런 처리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이곳을 통하여 자연상태에서의 순

환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이곳의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면 자기몸‘

과 토양균의 관계를 잘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한다’ .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경의 물보다 수질상태가 좋게 나온다 매일 에코, .

팩테스트를 포함한 여러 조사기구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그 효용과 가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막대한 비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토양균을 보강해주어야 한다. .

장수말벌의 관리는?

병에 쥬스 젤리 등 벌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서 탐방로에서 떨어진 숲속에 두는 식으PET ,

로 벌을 유인하여 없애며 탐방객들에게 숲에 들어가기 전에 벌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어서,

벌에 관한 사고가 난 적은 없다.

광장>

적송숲이었으나 숲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수목을 식재하여 현재는 소나무보다 다른 나무들

이 더 많이 서식한다.

이곳은 다양한 대상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가능한 다목적 시설이다.

캠프파이어 공연 숙박캠프 등으로 활용가능한다, , .

광장은 둥글게 공연장처럼 시공되었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우물파는 공법으로 시공되어 달,

팽이 모양으로 가운데가 내려가는 형태이다.

습지< >

인위적으로 조성된 습지시설이다.

사면의 나무가 울창하여 수온이 낮아 수생식물이 살지 못하여 사면의 나무를 벌목하여 습,

지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벌목한 지역에 나비가 좋아하는 나무와 식생들을 식재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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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물종이 습지를 중심으로 서식하게 조성하였다.

실제로 반딧불이와 다양한 물속생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유리판을 설치하여 연못 내부모습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주일에 회 청소. 1

나까가와강 쪽의 풍경관찰 지점>

숲을 모니터링하면서 곳곳의 풍경관찰 지점을 설정하여 데크를 설치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제거하였다 여기도 그중 한곳.

이곳의 풍경은 주변의 인공물이 안보이고 산이 겹겹이 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 도치기현에는 바다가 없이 산과 크고작은 강이 많이 있다 전방에 연어가 서식하는 나.

까가와강이 흐른다.

숲전체적으로 뱀이 많이 서식한다.

아이들을 위하여 녹색터널이라는 미로를 손대지 않은 울창한 숲에 설치하였다.

길을 잃었을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데크를 높이 설치하였다.

혼다의 숲 운영에 대해서>

회원제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명의 스텝이 교육 시설유지보수 공사 등의 모든 일을 진행한다24 , , .

명중에 안내자활동 가능자는 명 정도이다 사끼노상이 이 명을 관리 교육한다24 15 . 15 , .

안내자양성교육을 통해서 스텝을 뽑기 보다는 일단 채용후 자체교육실시 후 활동하는 방식

이다.

벌목한 나무는 칩으로 만들어 산책로에 사용되거나 버섯재배지로 사용된다.

숲 곳곳에 관련 동물들의 사진을 배치하여 야외미술관 분위기로 서식동물 알림

동물들이 숨어 살 수 있도록 벌목한 나무를 겹쳐 설치한 것을 생명의 등 이라 부른다 탐방‘ ’ .

객들이 계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등 위쪽으로 이동하여 내부의 서식동물들을 관찰하도록 설

치하고 유리창문으로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의 손을 타면서 숲에 자연스럽게 야생화들이 서식하기 시작하였다.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연수

지속되는 지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사회환원 혼다의 숲지속되는 지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사회환원 혼다의 숲지속되는 지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사회환원 혼다의 숲지속되는 지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사회환원 혼다의 숲‘ ’-‘ ’-‘ ’-‘ ’-

딸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박 일이라는 기간의 공백을6 7

어떻게 소화해낼것인가.

멀리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은 아주 커다란 틈새인 이 시간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것

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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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선진연수 라는 제목으로 독일이나 일본등지로 나가서 환경교육을 배워와야만 하‘ ’

는 것일까.

과연 우리의 것은 없는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짐과 함께 싸서 박 일의 여정을 시작했다6 7 .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난 몇분은 전에 뵈었던 분도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명의 환경교- - 31

육 교사 전문가 실무책임자들, NGO, , .

새로운 곳을 가본다는 설레임보다는 명의 얼굴을 익히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31

생각이 앞선다.

참가자들에게는 이번 방문지인 총 곳에 대한 담당자가 미리 배정되어 있었으며11

혼다의 숲 혼다 자옹차에서 운영하는 곳 동경만 야조공원 국립과학관 발견의 숲 후지산( ), , ' ',

국립공원 내의 다누끼오 자연숙 자연학교 아이치박람회 도( ) ( ), (KEEP) , , '田貫湖 自然塾 淸泉寮

요타의 숲 도요타 자동차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숲을 관리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함 등을 둘러보고 자연 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 일본 환경 교육포럼) CONE( ), JEEF( ), RAC

강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 협의회 일본야조회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어떻게 조직 운영되( ),

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일본의 사회 환경 교육의 흐름과 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이번 연수에 참가한 이진선 활동가와 나는 첫 번째 방문지인 혼다의‘

숲 에 대한 정리를 맞게 되었다 다행이도 일본으로 출발하던 일전 한겨레신문에 혼다’ . 22 ‘

의 숲 에 대한 기사가 나서 그리 낯설지가 않았다’ .

공항에서 혼다의 숲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일본의 농촌풍경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집과 정원들에서 내가 다른곳에 와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한 탓인지 졸다가 창밖풍경에 취하다 하면서 잠시 휴게소에 들릴 시

간을 갖게 되었다 일본에 도착후 처음으로 거금 을 들여 자판기커피를 사먹었다. 120 .￥

윽 우리나라에서 자판기커피는 원이면 되는데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었지만... 300 ...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가격이하의 물이나 음료는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우리나라 좋은나. “

라 하면서 차안에서 먹은 일회용도시락용기를 버릴 곳을 찾았으나 빈병이나 페트병 종이이” ,

외의 다른 수거통이 없다 관리하시는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어차피 나중에 따로 분류할 것.

이니 아무데나 버리라는 거였다.

나름대로 환경정책에서는 앞서간다는 일본에서 일회용용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휴게소를

관리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점이 이해가지 않는 숙제로 남았다.

공항출발 시간후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보여주듯 카레이싱 경주장이 눈에 뜨였다3 , .

도쿄에서 북쪽으로 한시간쯤 일본의 강원도 라 불리는 도치기현에 위치하고 있는 혼다의, ‘ ’

숲 은 혼다자동차에서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만평의 숲을 가꾸고 일반인들(Hellow Woods) 15

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확하게는 혼다랜드라는 위락단지 같은 시설물안에 있다고 보면될 것 같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자연의 깊은‘

유대 를 지향하는 지역커뮤니케이션이아닐까 한다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거나 물적자원’ .

을 가진다 해도 나누지 않으며 자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그 끝은 뻔한

말로를 보여 줄것이다 때문에 자연과의 특히 지역에서의 보전 전승과 공생은 우리에게도. ,

꼭 필요한 것이다.

년전부터 자연체험학교를 운영했고 년전부터는 혼다의 숲 책임을 맡고 있는 사끼노상의10 7



안내를 받았다 한시간여 토씨하나 떨어뜨릴까 쫓아다니며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의 운영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었다.

박 일동안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인 의지 모든 단체들이 빼놓지 않고 강조하6 7 ‘ ’.

던 그 의지가 그의 발빠른 행보와 시설물들을 설명하는 곳곳에서 베어나오고 있었다.

거의 모든 시설물들이나 작은 소품 하나까지 자연물과 재

활용품 천막을 에드벌룬을 이용 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

이 없었다.

숲길로 들어서자 마자 가장 먼저 눈에 뜨인 것은 간벌재를

작은 칩모양으로 잘라 만든 우드칩이었다 한 해 만여‘ ’ . 6

명이나 되는 방문객들로부터 땅이 굳어지는 것을 막고 뛰

어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깔았다고 한다.

높은 공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전망대도 곳곳

에 보였고 간벌재를 길가에 세워 놓아 또다른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눈에 뜨이는 것은 혼다에서 제일 값비싼 스포츠카인

두배정도의 자금 억 천만원 을 들여 만든 정화시설NXS (2 4 )

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만들었다 토착미생물의 다양성을. -

아이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한 지만 실현가능성은- 0.1%

도 보이지 않는 시설물이 아닌가 한다 사까이씨는 그렇게 정화된 물을 대변과 소변을. ‘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입니다 하면서 권하기도 하고 세수하면 예뻐진다하면서 시선을 유도!’

했지만 나는 만져보고 냄새만 맡아봤을뿐 선입견때문인지 먹지는 못했다, .

숲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령이 많아야 년정도된 것이 최고였으며40

아이러니하게도 자연과의 공생을 말하면서 수액을 보여주기 위해 나무에 수도꼭지를 설치

한다든가 전망대를 지탱하기 위해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들을 지지대로 삼는 점들은

역시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체험의 장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가는날이 장날인지 우리가 갔던 일은 혼다의 숲이 쉬는 날이라 한다 그래서 몇가22 .

지 시설물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지 못한 것도 못내 아쉬웠다.

숲 그 자체가 교재와 교실이 되어 다양한 체험의 장이 펼쳐지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을, ,

짜임새 있게 이용한 철저한 프로그램들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로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 내심 부럽기도한 하루였다.

환경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기업과 정부 그리고 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NGO

라와는 조금은 진보된 양상들도 첫날 감지하게 되었기에 다른 나라의 연수는 필히 그 나라

의 시민의식이나 문화를 먼저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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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교육 해외연수 소감문

도요타숲도요타숲도요타숲도요타숲

숲으로 줄까 돈으로 줄까? ?

일본 연수를 가기 위해 올라 탄 기내에서 만난 신문의 헤드라인이었다.

마침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의 행선지와 목적을 아는 것처럼 신문에는 일본 기업들의 사회환

원 방식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우리 여행의 첫 목적지였던 혼다이 숲 에 관한 기사가 실렸었다(hello woods) .

그리고 우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도요타 숲이었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해준 숲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 일주일간의 선진연수는 다시 그

러한 숲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감됐다.

잠시 기사를 빌리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 환원은 건물 지어주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 ‘ ’ .

진국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개발과 증여 를 벗어나 소비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 ’

식의 사회 환원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본 기업들.

의 친환경적 사회 환원 현장을...",

이런 성공적인 숲 운영의 비결은 소유와 운영의 철저한 분리다 혼다는 조성 운영 자금은" . ·

지원하지만 지금까지 운영은 철저하게 숲 전문가에게 맡겨왔다, "

기업의 사회 환원 방식을 다양화하며 모두의 화두인 환경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일본

의 사례가 숲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이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소모적이지도 않거니와 일회적이지도.

않은 저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일이다.

내겐 리우환경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지속가능한 이란 단어가 이렇게 절실히 느껴진 적이 없‘ ’

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구조와 방식이 다른 그네들의 앞 선 방식

을 바라만 보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에 묵직해짐은 또 어쩔 수 없는 못 가진 자의 비애와도

같았다.

도요타의 숲은 기업과 숲이 어찌하여 공존하고 있으며 숲과 인간의 생활이 어찌하여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전시관을 가지고 있었다 숲에서 나는 산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다양한 공산품 도저히 숲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물건들을 전시하여

그들 간의 감춰진 관계들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그곳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들 삶과 생활의 기저에 숲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었다.

방문센터에선 세 분의 안내자와 만날 수 있었다.

연간 만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숲을 체험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지

원되며 교육장까지 버스 편도 도요타의 숲에서 책임지고 있었다.

환경교육이 복지와 만났다고 표현하면 맞을까?

그 정도의 서비스라면 복지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듯싶다.

숲 전체가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장이었으며 숲을 연구할 수 있는 실험장이기도 했다.

도요타의 숲을 떠나 일본의 전반적인 일본의 숲에 대한 인식의 흐름이 숲도 사람의 손을 필



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이 숲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벌을 하고 적절한 숲 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숲을 육성하

고 있었다 도요타숲의 경우는 마을의 숲이란 인상이 깊었다. .

도요타라는 기업으로 그 지역 전체가 관계 지어지고 있음으로 볼 때 숲 또한 도요타를 매개

로 한 관계맺음의 한 공간이요 도요타로 연결된 고리의 한 축을 이루는 공간이었다.

숲의 존재가치를 있게 한 것은 태초에 자연이었으나 이제 기업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았고

기업은 그 바통을 숲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내맡기어 지역과 숲의 신뢰를 얻어내고

있었다.

도요타의 숲은 반은 자연의 힘으로 반은 인간의 힘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인공간벌을 통해 숲에 햇빛을 끌어들이고 나무와의 간격을 유지시키고 고유수종을 보존하는

한 편 자연 상태에서 천이가 진행되도록 방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숲을 실험하고 있었다.

숲엔 특별한 교육시설이나 교재가 없이 사람이 발길이 닿아 선 곳 모두가 교재요 교구였다.

이곳 안내자들의 숲 자체를 이용한 자연스런 교육방법이 내 마음에 인간적으로 와 닿았었다.

숲 속에 건물을 짓고 나무에게 위해를 가하고 인공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하면서까지 환경교

육을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지 물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런 숲 체험

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우리에게 숲 안내를 시도했던 도요타의 여성안내자께서는 유난히 튀는 복장을 하고 계서서

모두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셨다.

그 분은 산악조끼 위에 뱀 거미 도토리 등등의 열 개도 넘는 헝겊모형들을 달고 계셨고, , .

동물들의 설명을 위해 실제 사이즈와 비슷한 쥐나 두더지 인형들이 주머니 여기저기에서 튀

어나왔다 그런 준비자세가 피교육자들에게 더욱 성실하게 다가갈 수 있음을 말 할 것도 없.

었다 숲을 만나는 그 분의 자세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하하고 있었다. .

시간에 쫓겨 도요타의 숲을 절반 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숲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도요타의 숲에선 베어진 나무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숲의 자원을 함부로 폐기하지 않고 모두 되살려 재활용하고 있음도 배울 점이었다.

아직도 도요타의 방문자 센터에서 봤던 영상이 내 머리에서 잊혀지질 않는다.

매일 숲에서 만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은 숲 속의 곤충들이 주인공이었고 일본어더빙과 영문

자막을 지원하고 있었다 숲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프.

로그램화 한 짧은 영상물이었지만 숲을 따분히 여기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었다.

숲을 체험하기 위한 사전프로그램과 본 체험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나갈 수 있

게 진행하는 방식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다.

숲이란 공간과 그 속을 내실 있게 만드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공존으로 인해 도요타의 숲은

더욱 빛나고 있었다.

무디스의 직원감량 경고도 외면하며 평생고용제도를 지속하고 있는 도요타의 기업정신만큼

이나 우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도요타숲이었다.

나는 그 숲을 나서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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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박람회에참가하고아이치박람회에참가하고아이치박람회에참가하고아이치박람회에참가하고

일본 나고야 동부 구릉에 위치한 아이치 박람회가 월 일부터 월 일가지 개월간3 25 9 25 6

의 장시간 열린다는 것부터가 대단하고 일본이 이곳에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없던 도,

로를 개설하고 각종 시설을 한 것은 물론 인근에 나고야 공항까지 건설했다는 안내를 들으,

면서 참으로 놀라웠다 뭐 그리 박람회가 큰 행사라고 없던 공항까지 개설하나는 생각 때문.

이다 박람회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축제.

와 같은 것을 마련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구촌 사람들이 더 많은 이해를 통하여 서로

를 이해하면 평화로운 세상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아닐까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보았다.

이 곳 아이치 박람회가 자연의 예지 라는 주제 밑에 우주 생명의 정보 삶의 기술과 지‘ ’ , ,

혜 순환형 사회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일본 사회 교육 연수단을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 주제를 살려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기저기에 배어 있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주제에 걸맞지 않

게 화려한 시설들이나 소비를 조장하는 내용 각 나라 관들에서는 주제와 무관하게 자국의,

선전을 위하여 열을 올리거나 특산품의 판매와 심지어는 음식물의 판매에 열을 올리는 모습

들을 보면서 주제와는 동떨어진 구성들에 대하여서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

히 파키스탄관에 들어갔을 때에는 파키스탄 음식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가 거의

파키스탄 음식점을 옮겨다 놓은 듯한 인상이었다.

우리 일행이 동시에 함께 간 곳은 산림체감 존 내의 숲의 자연 학교 남쪽 숲 였다 이곳‘ ( )’ .

은 기존의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숲을 학습의 장으로 잘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 쪽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좋았다.

처음 들어가는 곳의 안내판이 나뭇가지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정겹게 우리를 맞는 모습이

이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왠지 다정한 느낌이 들게 했다 우리가 갔던 곳들.

중 자연을 주제로 내걸고 있는 곳들은 한결같이 자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알리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뭐든지 화려하게 만 보이려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타산지석.

으로 삼고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숲 체험 코스가 시작되기 전에 안내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자연 학습 자료들을 둘

러보았다 혼다의 숲 이나 발견의 숲 다누끼오 후레아이 자연숙 동경 항 야조 공원. ‘ ’ ‘ ’, ‘ ’, ‘ ’

등에서 보았던 자연 학습 자료들과 비교할 때 급조되어서 그런지 더 낫다는 생각은 없었다.

이번 연수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런 학습 자료들이 한 곳에서 개발되

면 일본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서 더 정교화 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박람회장에

마련된 자연체험 학습 자료들이 다른 곳의 자료들 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거기.

서 거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연체험 교육은 대중화되기 시작한 지 얼, .

마 되지를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과 같이 해외로 연수를 나갔다가 들어온 활동가들이 보.

고 배워 온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들이 많았다.

그런 중에 처음 안내 장소에 만나기 직전에 둥근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는 것은 손

쉬우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놀이감이었다 우리 연수 팀들이 그 곳에 달.

라붙어 열심히 배우는 것을 보고 역시 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관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학습 현장에서 다양한 놀이감들을 개발.



하여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학습을 전개해 나가는 활동이 소중하다고 공통적으로 느끼

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다 이런 계단도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하여 상.

자 속에 노래하기 하나부터 백까지 세면서 오르기 두 사람이 가위바위 보 게임을 하면서, ,

오르기 등의 지시문을 넣어두고 활동하게 하니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동기유발 흥미 유발의 게임과 놀이 등을. ,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즉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나은 교수 방법

이 있을까?

나무 잎들을 통한 물 모으기를 하는 활동이나 애벌레나 동물이 되어서 활동해 보게 하는,

시설도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끈으로 묶어서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 활동은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창

의력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좋은 소재라고 생각되었다.

숲속의 자형 건물은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았다 만약에 시간이 많아서 집 전체를 지어A .

볼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이 중에 아주 일부라도 집을 지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벽을 만드는 소재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라는.

학습 과제라든가 출입문 앞에 매달아 놓은 숯을 이용한 풍경은 처음 보는 창의적인 소재인

것 같아서 하나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많이 해 오던 내용들이어서 크게 신선한

것은 없어보였다.

나는 정병준 처장님이 이곳으로 오면서 안내한 것을 참고로 숲 체험 활동을 좀 급하게,

마치고는 얼른 곤도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토야마 산책 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가.

서 그곳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잽싸게 이동하여 갔는데 도착한 시간이 이미. ,

오후 시가 넘었다 분짜리 일본의 전통가옥과 도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1 . 70 4

시 분 정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각자 자유롭게 둘러보고 끝날 때 만나는 시간이 오후30 .

시 분이어서 그 코스는 선택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한국인과 일본인 그래서 서로 잘5 40 . ,

통하지도 않은 서툰 영어 솜씨를 발휘하여 예약한 시간은 오후 시 분 그 때가지 한3 20 , 2

시간 가까이 남아 있어서 도시락을 하나 사고 점심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둘러보았다 전기자동차 모형이라든가 태양열 이용에 관한 설치.

물 직물을 직접 짜 보는 체험 활동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도구 등을 둘러보았다 짚신 신, , .

고 절구 찧고 살았던 방식에서 비슷한 점들이 참 많았다 그 내용들은 과거 농경시대에는, .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좀 떨어진 곳에 여러 가지 홍보 선전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일본의,

전통식 초가 모양으로 꾸며진 집으로 가 보았다 지붕의 가운데는 층으로 하여 지붕을 기. 2

와를 덮은 모양이고 나머지는 갈대를 한 정도 되게 두껍게 지붕을 덮고 있었다1m .

지난번 버스 속에서 정병준 처장님이 안내해 준대로 일본은 과거에 가옥구조가 우리나라와

같이 온돌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엌에서 나오는 연기들을 굴뚝을 통하여 뽑아내지를

않고 초가지붕의 짚 사이로 빠져 나가게 하여 지붕에 굼벵이 등의 벌레들이 살지 못하게 하

여 한 년에 한 번씩 지붕을 갈았다는 말이 얼른 떠올랐다 정면의 마당과 측면의 뜰에는3 .

각각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 연못 주위로는 붓꽃과 같은 꽃들의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자연석들을 이용하여 꾸며 놓은 작은 연못의 모습이 아담하였으나 재미있는 것은 초

가집의 마루 밑으로 양쪽 연못의 물이 서로 통하여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생활공.

간인 전통 가옥에서도 이런 구조인지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궁금할 따름이었다 내 상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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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집의 마루 밑으로 물이 흐르게 하면 여름에는 시원은 할 것이지만 마루가 오래 견뎌낼

지가 의문이고 비가 많이 오는 이곳의 기후로 보아 집안이 더 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

면서 예약해 놓은 숲 해설 시간이 다 되어 그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세 안팎의 키가 크고 퉁퉁한 아가씨가 우리를 안내하였다 그 아가씨는 일본말로 우리20 .

를 안내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눈치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유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한 팀이 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팀에는 홋가이도에서. 8 ,

왔다는 젊은 아빠와 살 정도의 아이 요고하마에서 왔다는 초반 가량의 중년 여성 둘10 , 40 ,

한국인인 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온 것 같았다 서로 소개를 하면, .

서 내가 칸고꾸 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자 환호하면서 많은 박수를 보내주어서 약간 쑥스러‘ ’

웠다.

숲 해설 코스는 생각보다는 매우 짧았다 작은 고개를 하나 넘어갔지만 전체 길이는.

도 안 되는 길이였다 처음에 소나무의 잎과 열매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일행500m .

인 꼬마에게 무엇과 같으냐고 질문을 하니 파인애플 같다고 하여 아주 훌룽한 답이라는‘ ’

표정을 지으면서 다들 크게 웃었다 단풍나무과의 시과 졸참나무 앞에서의 벌레집 이야기. ,

등을 듣고 작은 개울이 흐르는 울창한 숲 밑으로 이동하였다 거기에서 안내자는 개울에 사.

는 생물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 같았고 개울 양안의 나무들이 크게 자라서 위의 가지들,

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대한 설명 숲에는 키가 큰 나무와 중층 하층의 식물들에 대한, ,

해설을 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보자기 속에서 깔개를 꺼내어서 참가자들을 모두 적당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

리고는 긴 시 한편을 낭송해 주었다 일본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

다 나무나 숲에 관한 시가 아닐까하는 상상을 해 볼 뿐이다. .

숲 해설하는 코스 중에는 황토 염색하는 곳도 있었지만 우리 안내자가 취급하는 곳은 아

닌 것 같아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숲 해설가가 안내해 주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별로

얻은 것은 없지만 양국의 숲 해설 방식이 비슷함은 우리나라에서 숲 해설 하는 분들이 일본

등에서 배워 와서 유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숲 해설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안내자가 숲에 대.

하여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해설을 한다는 것인가 그 보다는 학습자들에게 숲을 느끼게 하?

고 탐구하게 하여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숲 해.

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방법으로 만연해 왔던 주입식 교육이 떠

오른다면 지나친 폄하일까?

내가 숲 해설 코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제서야 우리 일행 몇 몇 분들이 찾아와서 숲

체험을 해 보고 싶어했지만 할 수 없어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

다 곤도라를 탔다는 것으로 안도하고 있었다 그 우리 일행들과 만나서 각국 관들이 마련. .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갔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김두림 샘과 함께 여러 나라관. .

을 둘러보았다 맨 먼저 목표로 삼은 곳은 한국관이었다 한국관에서는 무엇을 전시해 놓고. .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한국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줄을 선다는 것

이다 가 보니 역시 그랬다 들어가 보니 커다란 배용준 사진이 놓여있었는데 이것을 보기. .

위해서 몰려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 몇몇 나라 전시관들을 둘러 보았는데 이번 박람회의 주제와는 생뚱맞게도 그 나라,

전통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전부이고 그 내용조차도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파키스탄관.

에서는 전체가 하나의 민속 식당을 차려 놓은 것과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그 외 인도 스리랑카 부탄 몽골 등을 잠깐 잠깐 둘러보았는데 한결같이 특산품들 팔고, , , , , ,

민속 음식 파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실망이 컸다.

시간이 없어서 센터 존의 글로벌 하우스 바이오링 일본관 등을 둘러보지 못한 것이 못, ,

내 아쉬웠다 그렇지만 중앙 광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보행 동선으로 이동하면서 내려다.

볼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있다면 찬찬히 둘러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아쉬울 뿐이었다.

일본의환경단체활동을다녀와서일본의환경단체활동을다녀와서일본의환경단체활동을다녀와서일본의환경단체활동을다녀와서............

박 일의 긴 여정으로 일본행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들은 일본의 환경단체들이 어떻게 운6 7

영하고 있으며 서로들의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발하

게 되었다.

사전에 내가 담당하여야할 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그곳의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의RAC

사전지식을 알고 그곳에서 의 관계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RAC

게 되었다.

전국에서 개의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간성 회복과 물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190

하여 강에서의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강을 통하여 감동 있게 노는 방법 과 즐거움 강을 이

해하고 소중하게 하는 마음 풍부한 인간성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강, , ,

이 공존하는 것 강이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으로부터의 강 등이 강에서 배우는 그들의, ,

이념 이었고 그 이념 하에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어 넣어 주는 프

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실제 카누등을 타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실습을 하고 옛날에 사용한 고기 잡는 방

법과 아이들이 수변 안전교육과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여 강을 건너가게 하

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였다.

포럼등을 통하여 지도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강에서의 지도자의 활약 수변활동의 위기사항,

이야기과목별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져 각 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

에서의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가야RAC

하는 것 등을 서로 토론을 통하여 발전하게 하였다.

어떤 여건에서도 교류회를 실시하여 그 지역의 음식문화교류 및 각 단체의 홍보와 각 분과

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발표하게하고 음식문화교류가 있어 신선하였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은 보트를 통하여 안전하고 쉽게 놀이를 하면서 수영도 할 수 있게 하였

으며 하천이 범람한 상태에서 나무위에 집을 만들어 그곳에서 뛰어 내리어 수영을 하게 하

여 동기부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였다.

모든 프로그램은 총합적 학습으로 진행 되었으며 아이들이 문집을 써서 스스로 표현하게 하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여 참여 하게 하여 그런 것 들은 우리들도 이용하여 더욱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가지

게 하였으면 하였다.

쓰레기 청소 등을 하여 강을 보호 하는 것 등은 우리들과 같았다.

여러 가지의 활동이나 이념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뚜렷한 이념 하에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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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저한 안전 교육과 부모님들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 같았다.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지역에서는 큰 강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워했다.

처음 방문한 혼다의 숲에는 간벌대를 이용하여 비가와도 물이 흡수하여 통행하는데 불편하

지 않고 친환경적인 것이 좋았고 나무를 잘라 세워두면 생물들이 숨어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 공존하여 살 수 있게 하였으며 화장실을 토양균을 이용하여 완전 여과를 통하여 다시

이용하고 균들이 살아가게 하여 서로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서로 싸우게 하여 서로 공존

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몸과 토양균과의 관계를 이야기 해주.

고 있었다 얼마 전에 안산의 아이들과 똥에 관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옆.

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더욱더 설명하기 쉬웠을 것 같았다.

습지원에서는 습지의 물 속을 들여다보이게 하기 위하여 단면을 잘라 유리로 하여 밖에서

아이들이 습지 속을 볼 수 있게 하여 그 곳에서 살 고 있는 생물과 땅 속을 관찰 할 수 있

게 하였다.

풍경이 좋은 것을 선정하여 혼다의 숲에서 여유로움을 즐겨 볼 수 있어 오감을 한층 증대

시킬 수 있게 하였다.

미로를 만들어 놓은 숲길에서 미로에서 길을 잃으면 자기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무 위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올라가는 것을 좋아 하는 어린이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 해주고 있었다 인당 엔을 받고 숲을 손질하게 하는 활동을 프로.1 800

그램화하여 왜 숲을 손질하는지 를 알게 하고 일한 후에 나무타기 등의 격한 운동 후에?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을 통하여 일본에서의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게 되었CON

다 현재는 개의 단체들이 입회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서 그 소속단체에 모. 247

든 것을 맡기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락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

보 각 단체 특색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벗어나 서로 공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업과 단체에서 가입을 하고 있으며 개인으로는 단체에 가입을 못하고 어느 한 곳.

에 소속하여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가 형성하여 주 단체에게 바라기 보다는 서로 공유하

면서 지역에 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였다.

일본 야조 회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로써 활동하고 있었으며 환경조사 환경교육 환,

경관리 각 명씩 인과 매니저를 포함하여 명이 그룹을 이루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1 3 4 .

야조 회는 새를 기본으로 하여 곤충 식물 별 등 자연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 .

인재 양성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대해서 엄격하고 자주 실시

한다.

리더는 탐조 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서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새를 통하여 환경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 환경을 생각하고 지키는 장을 마련하게 한다.

야조공원에서 빗물을 받아서 이용한 연못과 한곳에서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하

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은 들어가서 생물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 곳에 오니 무너지고

말았다 썬터에서 조그마한 돌 데크를 이용하여 생물들을 눈으로 관찰을 수 있게 되었고 층.

마다 그 곳의 위치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게 하여 오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국립과학관의 발견의 숲에는 일본인들의 아기자기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그들의 습성을 최대

한도로 발휘한 공간 이였다.



조그마한 공간도 숨겨 놓아 아이들이 흥미있게 하였고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에도 아이들

의 눈에 맞추어 만들어 놓았다.

후레아이 자연 숙 에서는 활동내용과 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가있었다.

주변을 이용하여 자연 체험과 후지산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였다.

년에 만 명이 찾아오고 하루 회에 걸쳐 해설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건물은 태양1 12 2~3

열을 이용한 난방과 여름에는 숲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를 이용하여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

고 빗물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우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조그마한 것에도 깊음 의미를 주여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

다양한 프로그램은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오감을 통하여 보고 느끼는 것 들이였다.

자연학교는 자연 속에 있는 학교였다KEEP .

콜럭스가 차대전에 일본 건너와서 키우사또라는 가난한 동네에 건강과 교육에 관심을 가2

지고 설립하였다.

자연학교는 공간 밥 프로그램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다른 것, , 3

과의 연결하여 경제적이고 큰 나라를 연결시키고 음식을 통하여 교육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도 자연을 생각하여 자기가 먹은 그릇은 깨끗이 깔끔이 주걱으로 닦아

서 놓아야 하는 것은 불교에서 발우공양과 같은 생각이 들었고 집에 돌아와 실천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조그마한 것에도 그들의 정성이 담겨있고 자연에서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에 활용하고 그것을 전시하는 것을 보니 오이도 생태 학습관에서 전시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이 이런 것들로 차여 있다면 보는 사람이 한층 더 애착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일본의 환경단체들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로 나에게 다가왔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교구를 학교와 환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곳에 와보니

유치원에서의 사용하고 있는 교구를 이용하여 교구를 재작을 한 것은 나에게 아이디어를 제

공해 주었다.

조그마한 것에 아이들을 참여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소박하게 꾸며 놓아 아이들이 그곳을 다

시 방문 할 수 있게 하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모든 것이 되어 있어 조금은 나의 반성의 기

회가 왔다.

아이치박람회에서 산림 체험 존에서는 우리가 숲에 가서 활용할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

박람회라서 그런지 조금은 상업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자연의 예지는 조금 미약한 것이 아

닌가 싶었다.

토요타의 숲은 토요타의 자동차에서 인공적으로 숲 가꾸기를 시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였다 숲을 통하여 안내자의 설명으로 그곳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숲에서는 그곳에서 활동을 그림으로 표시되어 활동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실제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단체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운영하며 그들의 이념등을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



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년도 교보생명 문화재단 해외연수2005200520052005

환경해설가공동인증제도도입과구축을위한일본연수환경해설가공동인증제도도입과구축을위한일본연수환경해설가공동인증제도도입과구축을위한일본연수환경해설가공동인증제도도입과구축을위한일본연수

일본의 자연학교와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 네트워크 수준 기금을 돌아보는 연수를, ,

위해 떠나는 날 때맞춰 한겨레 신문에서 혼다 자동차가 기업이윤을 환경교육을 위한 자연,

체험공간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인 혼다의 숲 에 관한 특집이 실렸었다“ ” .

최근 우리나라에도 숲체험 하천 갯벌체험 강살리기대회 등 신선한 자연체험활동들이 많이, , ,

보급되고 있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금이 여러경로로 조성되고 있긴 하지만 환, ,

경교육을 위한 제 기관단체와의 파트너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본의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교재 교구 시, , ,

설 학습프로그램을 자세히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교육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자연체험활동을 위한 자연학교가 숲이나 갯벌 하천활동이 가능한 곳에 많이 생기고 있고, ,

기금은 기업 혹은 지자체에서 주로 지원되고 있었고 자연과 사람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

주는 역할을 하는 리더 레인져 외 이름으로 불리는 자연체험해설자 우리나라로 치면 자연, , (

해설가 자연생태안내자 숲안내자 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다 환, , ...) ,

경교육을 위한 단체간 네트웤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연체험환경교육 네트워크의 하나인 하천체험활동협의체 활동 소개를 들을때(rac) ,

자연과 인간의 공생 감동이 있는 자연활동 사람과 사람간의 교감 자연의 힘에 대한 이해, , ,

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빼버리고 겉만 본다면 의 활동은 흡, RAC

사 레저활동과도 같이 느껴졌다.

아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 시종일관 그런 느낌이었다, . . .

일본역시 현재의 강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강생태계 복원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실천이 한때 있었을터인데 아쉽게도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수가 없어 아쉬,

웠다.

일본의 자연학교 들은 겉만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청소년 수련원이나 각종 연수원(...)

과도 비슷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 각분야에 정책적으로 자연.

과 인간의 공생을 이해하고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과 정신에 맞는 기획이 있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생각으로 그치고 있는데다 환경교육을 전문적으, ,

로 할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우리의 현실이니만큼 환경교육 할일이 무지 많은 분야이, ...

다 뭘해야 할지 알수 있게 하는 것만큼 확실한 교육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

볼때 이번 연수는 꽤 괜찮은 연수인가? .ㅎㅎㅎㅎ

자연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한 제 시설들에서 자연과 환경의 공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

다면 일본의 여러 시설들이 특별히 부러울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본에서, .,... ,

배울 것은 시설과 기금의 문제라기 보다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나무 한그루 갯벌이던 텃밭이던 일정한 규모의 자연체험공간은 모든 생태계의 요약이기, ,

때문에 풀꽃하나 새한마리 마른 하천이라도 있으면 환경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 , , .



연학교 숲체험교육관 생태체험관 환경박람회등 환경교육공간을 보급하는 것과 함께 모든, , , ,

시설에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연과 사람 지역을 연결하는 안내자 를 많이 길러내는, , “ ”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사람아 했다“ ” .

일본은 자연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안내자가 수만명이다 아직도 자연체험교육을.

진행하려면 강사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형편인 우리로서는 연수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람의 문제 이념과 정신의 문제 를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환경교육의 과제로“ , ”

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람이 문제다. .

그러나 여러 가지 자연체험 환경교육 기획시설이 보급되고 있고 늘어나는 자연체험활동, ,

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자연생태안내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 이런 활동과 단체들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계획도 진

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앞날이 어둡지 않다고 느껴진다 항상 시작이 반이므로. .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기 전부터 나는 생태안내자 인증 건에 대해 어떤 식의 형태든 필요하

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

지금 우리나라에는 생태에 대한 관심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출발이 다.

양한 것 만큼 우리 활동에 반영하는 부분은 얼마큼 될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칭이 생태안내자 또는 자연해설가등 다양하고' ' ' '

어떤 표현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양성과정프로그.

램에서 활동 내용이나 역할에 대한 교육도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민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 연수에서 이나 여러 단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CONE

은 인증 건이 아니라 생태안내자가 우리나라 환경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그에 걸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일본처럼 에 가입한 모든 단체들이 공통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각자 그 지역keen

에 맞는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우선 순위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

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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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아!

지금 창문 밖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죽 주룩 주룩주룩 내리고 있구나 장마철임에도.～

비는 오지 않고 섭씨 도를 넘는 더위가 여러 날 이어져서 사람들도 동식물도 모두 허덕30

거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비님이 오고 있어, .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땅 달고 있는 나뭇잎들을 축 늘어뜨린 채 힘없,

이 서있는 나무들과 얼마 되지 않은 물이라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대는 새들과 작은

곤충들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는 날씨에 한숨을 푹푹 내쉬는 농부들의 메마른 마음,

을 비님이 촉촉이 적셔 주는 걸 보니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아저씨는 월 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본엘 다녀왔단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는 일본의 환6 22 .

경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어떠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환경교육을 하는 분, ,

들은 어떤 교육을 받은 뒤에 선생님이 되며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였어.

일본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아저씨가 가장 놀란 건 아무리 번화가라도 방을 찾아볼PC

수 없었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도시 이제는 읍면 지역에. ( ․
도 에는 그렇게 흔한 방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PC

다는 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어.

나중에 일본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일본에선 초등학교 하물며 중학교 때까지 학생들에게 컴

퓨터를 전혀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자주 하. ?

다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꾸 컴퓨터에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였,

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 채 사이버 세계에만 빠지다 보니 컴퓨터 게임을 본떠서.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지.

일본에서 어린이를 위한 자연환경체험프로그램이 부쩍 늘고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했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선 무.

엇보다 자연과 자주 가까이해야 한다는 거야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어린이일수록 자연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본 곳곳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자연체험학습장이 셀 수, ,

없을 정도로 많이 있더구나 자연체험학습장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활동프로그램과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안내시설과 자료들도 풍부하고 꼼꼼하게 갖추

고 있는 걸 보니 무척 부럽기도 했지.

겉으로 으리으리하지만 실속이 없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갖추지 못한 우리지역의 자연,

학습장을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했어 무엇보다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

체가 똘똘 뭉쳐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 안내자를 키우는 모습이 인상 깊, ,

었지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저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닐. ?

까 그런 생각이 일본에 있는 동안 내내 꼬리에 꼬리를 물더구나.

한라일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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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생태교실에서 일본 곳곳에 수많은 자연체험학습장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번 주엔.

일본의 많은 자연체험학습장 가운데에서 아저씨가 다녀온 두 곳을 소개하고 싶어.

먼저 토치기현 사토야마 숲에 자리잡고 있는 를 소개해 줄게 오토바이HELLO WOODS .「 」

를 만드는 기업 혼다 에서 년 월에 만든 에는 절물자연휴양림‘ ’ 2000 7 HELLO WOODS「 」

넓이의 너른 숲과 방문자센터 숲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를 하는 공방 야영을 할, ,

수 있는 오토캠프장 따위가 자리잡고 있어.

숲의 크기나 시설 따위는 절물자연휴양림이나 서귀포자연휴양림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다른

건 이곳에는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다양한 자연체험프로그램과 숲과 사람의 만남을 이

어주는 안내자들이 있다는 거야.

안내자와 함께 숲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숲놀이 체험 숲의 자연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손으,

로 직접 만들어 보는 만들기 체험 숲을 함께 가꾸는 숲만들기 체험 음식을 직접 만들어, ,

보는 요리 체험 자연을 체험하고 함께 하는 마음을 키우는 야외생활 체험 따위 다양한 체,

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

다음엔 제주도와 자연이 너무 닮은 다누키 자연학교 를 소개하도록 할게 이곳은 일본.「 」

환경성이 만든 제 호 자연학교인데 관리와 운영은 환경성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휴가1 , , , ,

마을협회 일본환경교육포럼이 함께 참여한 다누키자연학교운영협의회 가 하고 있어, .「 」

후지산 근처에 자리잡은 호수인 다누키호 에 들어서니 삼나무가 줄지어 자리잡고 있더구나‘ ’ .

삼나무만이 아니라 예덕 때죽 산딸 졸참 나무 화산과 용암동굴 따위 제주도와 비슷한 게, , , ,

무척 많아서 아저씨도 놀랐어 그래서 함께 간 분들에게 우스개 소리로 나는 여기에서 한. “

국인 탐방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나 생태안내를 해도 되겠네 라고 했지.” .

이곳에서도 와 비슷하게 자연체험을 통해 즐기고 배우는 프로그램들을HELLO WOODS「 」

운영하고 있었어 반딧불이 관찰 논에서 새 먹이 주기 동굴 탐험 늪 탐사 자연체험 캠프. , , , , ,

숲의 공작 교실 따위가 자연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야.

와 다른 건 이곳에는 실내에서 체험을 할 있는 자연체험 하우스와 자연HELLO WOODS「 」

체험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오두막집이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도 어서 다양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진,

행할 수 있는 생태안내자들을 키워야 하겠어 제주도나 시군에서 재정과 행정 지원을 더 많. ․
이 해서 자연체험 학습장을 만들고 환경단체에서도 더 열심히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겠지.

한라일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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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연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

간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주,

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개지역 이상 지도자 양성과정이100

개설되었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설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해설가들의 질 문제가 새롭게 대두 되고 있다 이.

러한 시점에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는 대한 공동인증제 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본의 각 단

체별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단체를 방문을 통해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년 월 일 일 박 일 전국에서 공개모집을2005 6 22 ~28 (6 7 )

통해 전문가 교사 인증제를 관련한 팀으로 구성하여 각자 역할분담을 통해 일본의, , NGO,

개 단체와의 내부 워크숍과 현장 방문을 하고 돌아 왔다6 .

지난 년 월 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이후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2005 8 4 ․ ․
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제도에 대한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루어 졌고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거쳐 월 일 연구용역 공청회를9 23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진행과정에서 산림청은 공.

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과정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는 월 일 인증9 11

제 도입에 관한 간담회 준비모임과 월 일 인증제 도입에 관한 간담회를 거쳐 산림청에9 2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추진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에 있는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고 토론과정을 거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제안하였다.

그 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와 개 회원단체는 산림청 연구용역 중간 발표회에 참석하여106

산림청에 차후 공개적인 토론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수차례 산림청에 숲해설 인증제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였고 그 일정을 월 일로12 20

확정 하고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공개 토론회를 준비 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의 입장 표명을.

회피 한 채 다른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참석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토론회 당

일 산림청 연구용역 담당자와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은 하였지만 발제만 하고 토론이 시작되

기 직전에 자리를 빠져 나가는 태도를 보였다.

월 일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주최로 개최한 바람직한 숲해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토12 20 ‘

론회 에서 논의된 주요 입장은 크게 가지로 다음과 같다’ 4 .

첫째 산림청의 법안을 존중하되 모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대한 개정,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는 입장.

둘째 산림청의 법안을 존중하되 산림청과 민간 쪽에서 일종의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인, TF

증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작성하고 운영과정에서도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입장 이 의견은 모법의 수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현.

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찾자는 쪽에 해당한다.

셋째 산림청의 인증제를 무시하고 민간차원의 인증제를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특히, .

산림청의 법안이 양성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수

정 보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선발관리형 시,

안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안을 선호하는 것 같다.

넷째 인증제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인증제가 현재 자연체험교육 등 환, .

경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단체에게 아무런 긍정적 의미를 줄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인증제가 없을 때도 잘 해 왔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는 일종의 낙관론 긍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

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검토해 왔다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의 관계 속에서 인증제의, .

도입은 경쟁과 상업화라는 울타리에 환경교육을 몰아넣으면서 환경운동적 속성을 잃어버리

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번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해설가 개인 단체 산림청. , , ,

시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호혜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산림문.

화휴양에 관한 이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이 법이 스스로 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수립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 사례에� �

서 보았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접목한 워크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연수는 공동인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공동인증제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

는 계기와 공동인증제 도입시 예측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 하고 공동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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