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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페이지. www.forest.or.kr

배포일자 : 2009. 09. 21
문의 : 생명의숲 김현석 (02-499-6625/hskim3133@hanmail.net)

유한킴벌리 신지원 (02-528-2269/jwshin@y-k.co.kr)

수    신 : 환경/교육/사회부

발    신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 유한킴벌리

• 이 보도자료는 사단법인 생명의숲과 유한킴벌리가 공동으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제    목 : “ 10년 학교숲운동, 다음은 모델학교숲이다” 보도자료 요청 건

생명의숲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숲보호 활동 NGO 시민단체이며,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자연환경보존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온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10년 학교숲운동, 다음은 모델학교숲이다’ 

- 지난 10년 동안 700개 시범학교에 학교숲조성 사업을 추진
- 2009년 전국 15개 모델학교(교육적활용, 지역연계형, 대안에너지활용 학교숲 등) 선정

생명의숲(이사장, 김후란)과 유한킴벌리(대표이사 김중곤)는 오는 9월 22일(화) 오후2시부터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학교숲운동의 제2도약의 꿈을 공유하기 위한 “생명의숲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

게 -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009년 생명의숲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모델학교숲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모델학교숲에서 전문가와 학교구성원,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온 모델학교숲 장기 계획 발표를 공

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회는 모델학교숲 관계자 및 학교숲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5개 모델학교숲은 학교마다 특화된 학교숲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활용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

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유형과 학교숲을 거점으로 인근 주민들의 활용과 연계를 고민

하는 유형,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대안에너지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학교숲을 접목시킨 유형 등 주요 

모델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숲운동은 도시의 녹지 확충은 물론 숲 조성을 통한 탄소 저감활동, 나아가 학생들이 숲 조성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명존중의 정신과 정서적으로 자연존중 정신을 함양시키고 창의적인 사

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호응을 받아왔다. 2009년부터 새

롭게 시작하는 모델학교숲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경험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문

적으로 보완하여 바람직한 학교숲 유형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제2단계 학교숲운동으로 시민

단체인 생명의숲과 유한킴벌리가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 ‘2009년도 생명의숲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발표회 프로그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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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시 간 내 용 진 행 비고

9월

22일

(화)

13:30~ 접수

14:00~14:10 인사말

14:10~15:25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발표
주문초, 계성초, 칠보초, 

광동중, 매송초

15:25~15:35 휴식

15:35~16:50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발표
무진중, 비상초, 대소원초, 

금사초, 진동초

16:50~17:00 휴식

17:00~18:15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발표
창평중, 한일고, 진잠초, 

호반초, 죽도초

18:15~18:30 이동

18:30~ 저녁식사

9월

23일

(수)

08:00 기상 및 산책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장태산 스카이 워커 체험 장태산휴양림

10:00~11:00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발표회 정리 심영권 학교숲위원

2009년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생명의숲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발표회

1. 목적

 모델학교숲에 선정된 학교에서 기획, 논의를 통해 완성된 다양한 모델학교의 기본계획을 함

께 공유하고, 학습하며 장기적인 모델학교숲의 계획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1) 일 시 : 2009년 9월 22일(화) 14시 ~ 2009년 9월 23(수) 11시

  2) 장 소 :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대전광역시 서구 장안길 353)

  3) 대 상 : 모델학교 관계자(교장, 담당교사 등), 학교숲위원, 학교숲 전문위원, 지역생명의숲 

학교숲담당자(약 50명), 학교숲에 관심 있는 분들

  4) 주 최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유한킴벌리

  5) 주 관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3. 프로그램

 Ⅰ. 모델학교숲 마스터플랜 발표회 및 질의응답

 Ⅱ. 모델학교숲 관계자 논의의 장 및 친교의 시간

․ 사회 : 이인세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