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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교육구청 자치구 소재지 학교명 조성면적(㎡)

계 23개구 　  43개교 8837.56

중부

종로구 창신동 128-32 창신초등학교 160
중구 신당동 386-86 장충초등학교 338

용산구 효창동 126 금양초등학교 58
용산구 원효로2가 4 남정초등학교 212
용산구 서빙고동 235 서빙고초등학교 560

성동
성동구 성수동1가 19-1 경동초등학교 400
성동구 금호동4가 987 금옥초등학교 340
광진구 자양동 516-4 동자초등학교 170

동부

동대문구 장안동 353-1 안평초등학교 200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4 홍릉초등학교 159.2
중랑구 묵동 242-55 묵현초등학교 258
중랑구 망우동 252-1 송곡여자중학교 150

성북

성북구 동서문동6가 27-1 돈암초등학교 400.68
성북구 길음동 1280-4 길원초등학교 100
강북구 번동 236 번동초등학교 180
강북구 송천동 438 송천초등학교 260

북부

도봉구 도봉동 75 도봉초등학교 165
노원구 공릉동 610-1 공릉초등학교 170
노원구 상계동 86-1 신상계초등학교 200
노원구 하계동 272-2 중현초등학교 430

서부

은평구 진관동 14-13 진관초등학교 294
은평구 응암동 산7-40 응암초등학교 240

서대문구 창천동 53-38 창서초등학교 70
서대문구 천연동 13 금화초등학교 95
서대문구 홍제동 320 고은초등학교 110
서대문구 연희동 88-1 연희초등학교 50
마포구 서교동 341 서교초등학교 400

강서

강서구 등촌동 650-14 백석초등학교 200
강서구 화곡동 1080 신월초등학교 50.6
강서구 염창동 79 염경초등학교 67.68
양천구 신정동 1288-2 장수초등학교 82

남부

구로구 구로동 443 구로초등학교 156
구로구 고척동 217 덕의초등학교 56.4
구로구 신도림동 303 신도림초등학교 175
구로구 오류동 15 오류초등학교 90

동작
동작구 대방동 44-3 영화초등학교 250
관악구 봉천동 920 관악초등학교 200

강남
서초구 방배동 산81-1 방현초등학교 430

강남구 삼성동 79-2 봉은초등학교 40

강동

송파구 문정동 150-10 가원초등학교 182
송파구 잠실동 27-5 신천초등학교 418
강동구 둔촌동 170-2 둔촌초등학교 170
강동구 천호동 230-9 천호초등학교 100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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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교육구청
자치구 소재지 학교명 조성면적(㎡)

계 23개구 　  30개교 9,453.30

중부

종로구 경운동2 교동초등학교 201

중구 장충동2가 173-7 충무초등학교 250

종로구 동숭동 64 서울사대부중 140

성동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32 성수초등학교 33

광진구 중곡2동 135-1 용마초등학교 195

동부

동대문구 장안1동 239-2 군자초등학교 490

중랑구 상봉동 312-1 상봉초등학교 403

중랑구 중화동 276-1 중랑중학교 400.8

성북 성북구 돈암동 2-8 개운초등학교 101.4

북부

도봉구 창3동 468-1 신창초등학교 150

노원구 월계3동 322-2 녹천초등학교 300

도봉구 쌍문동 468 효문고등학교 100

서부

은평구
대조동 82 대은초등학교 2,023

불광1동 272-2 불광초등학교 750

서대문구 북가좌1동 376-17 북가좌초등학교 50

마포구 상수동 105 서강초등학교 170

강서

양천구 신월5동 6-7 강신초등학교 300

강서구 등촌2동 520-4 등촌초등학교 990

양천구 신정동 85-168 목동중학교 200

남부

구로구 고척1동 130 고척초등학교 150

금천구 독산4동 182-44 정심초등학교 130

영등포구 신길5동 341-1 대영초등학교 90

영등포구 영등포동 576-6 영원중학교 230

동작

동작구 흑석2동 7-1 흑석초등학교 96.1

관악구
남현동 1080-1 사당초등학교 340

봉천4동 산175-3 청룡초등학교 150

강남
서초구 반포2동 17 잠원초등학교 300

강남구 일원동 691 일원초등학교 180

강동
송파구 오륜동 89-23 세륜초등학교 305

강동구 강일동 685 강일초등학교 235

2013년 학교농장 조성학교 현황(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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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학교 추진 내용>

  ○ 개운초등학교는 가공식품이나 과자는 많이 먹지만 채소와 나물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

아 여러 채소들의 실물을 직접 보고 키워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농장을 조성

하게 되었다. 급식시간에 급식지도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가족 밥상의 날’을 정해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며, 배려․감사하는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청룡초등학교는 “학교 안 농촌”이 있는 학교에서도 농촌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학교의 

보도블록이 있는 빈 공간을 텃밭으로 변모시켜 개인별 주머니 텃밭에 학년별로 작물

을 정해 심도록 했다. 1학년고추, 2학년 가지, 3학년 방울토마토, 4학년 강낭콩, 5학년 토

마토, 6학년 오이를 개인 주머니텃밭과 함께 전교생이 벼 한 포기씩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청룡교 교장은 “아이들이 내 것에 관심이 많다. 내가 기른 채소는 중요하게 생각해 

방울토마토가 달리면 매일 몇 개인지 세고 확인하고 빨갛게 익으면 따서 한 알씩 할머

니, 부모님, 동생 등 가족과 나누고 팔기도 한다. 이런 농사체험 속에서 아이들은 맑

아지고 착해 집니다. 착해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여름내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는 벼 베기 행사를 10.14일 개최하였다. 서천군 농민 6

명이 참석하셔서 어린이들과 일일이 벼를 베고, 탈곡체험 떡메치기, 인절미, 뻥튀기 나

눠먹기, 전통놀이 체험 등을 통해 도농상생의 기회를 갖았다.

  ○ 송천초등학교는 야생화 단지와 밀밭을 조성했고 잘 익은 밀은 아이들이 직접 수확해서 

밀을 구워먹기도 했다. 석쇠에 밀을 올려놓고 구운 후 손바닥으로 비벼 먹는 밀 구워

먹기를 처음 해본 아이들은 손바닥 밑에서 바스러지는 밀 껍질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재미에 푹 빠져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텃밭요리경연 대회에서는 행사전부터 교재원을 여러 번 살피며 식재료로 사용할 작

물들을 찾고 요리를 준비하고, 직접수확한 채소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손가락보다 가느다란 당근은 썰어서 맛있는 샐러드가 되고 감자와 호박은 맛있는 부

침이, 상추, 호박잎은 쌈밥의 재료로 그럴싸한 요리로 변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