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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 기업과 함께하는 학교숲 가꾸기 보도요청 건

지역 기업과 함께하는 학교숲 가꾸기

- 생명의숲,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와 함께 지역 학교숲 가꾸기 추진

- 환경단체 생명의숲․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 11월 08일(목) 평택 은혜

중학교에서 학생, 교사,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 직원들과 함께 가을  

학교숲 가꾸기 계획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 / 이사장 김후란)은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와 함께 

11월 08일(목) 평택은혜중학교에서 ‘평택 은혜중학교 가을 학교숲 가꾸기’를 진행한다.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는 생명의숲과 평택은혜중학교 학교숲 가꾸기 협약을 맺고, 평택

지역의 학교숲 가꾸기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평택지사는 학교숲 가꾸기의 지원 외에도 

약 100여명 직원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숲을 보여준다.

평택 은혜중학교(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46번지소재)는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와 함께하

는 「학교숲운동」에 의해 2007년도부터 지원을 받아 평택지역에서 최고의 숲이 우거진 

학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교숲운동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만 학교숲조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

교 구성원들과 지역의 기업이 지역학교숲 가꾸기에 함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이를 통해 지역의 학교숲이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동엽 학교숲 위원장은 “학교숲 운동에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와 같이 앞으로 많은 지

역 기업 및 지역NGO, 지역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3:30-13:40 인사말

Ÿ인사말 - 교장선생님

Ÿ축  사 - 한국 토지공사 평택지사

          지원팀 혹은 학교숲위원

13:40-14:00  식재 후 거름 주는 방법, 주의사항    -지원팀장 혹은 학교숲위원

14:00-14:30  거름주기 -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학생 식재장소(2~3조)

14:30-15:00 정리

학교숲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도심 속 생태환경을 증진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학교숲은 학생들에게 입시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녹색쉼터 역할

을 하며, 또다른 교과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도시환경을 개선해주고,

녹지축을 연결해주는 녹색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학교숲운동은 교육환경개선운동일 뿐

만 아니라, 도시환경개선운동으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운동이다.

※ 평택 은혜중학교 ‘학교숲 가을 행사’ 프로그램

※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숲을 지키고 가꾸어나감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환경단체로서, 학교숲운동을 비롯하여 전통마을숲복원운동, 숲탐방운동,

모델숲운동, 문화교육운동, 도시숲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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