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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8년도 생명의숲 학교숲 시범학교 공모 진행 보도요청 건

숲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2008년도 생명의숲 학교숲 시범학교 공모』

“학교숲 조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시숲 증대효과 기대”

“전국적으로 약 80여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사장 김후란), 산림청, 유한킴벌리와 함께 "2008년도 생명의숲 

학교숲 시범학교"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접수는 4월23일부터 6월8일까지 진행한다.

◇  학교숲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매년 최대 천만원 상당의 숲조성 지원비를 3년간 지

원하며, 학교숲 가꾸기 매뉴얼 및 사례집 등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 볼런티어로 

구성된‘시범학교 지원팀’의 기술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학교숲운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616개교 학교

를 선정, 학교에 숲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숲은‘아이들의 자연 ∙ 생태교육을 위한 교육

의 장’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숲이 부

족한 도시지역에서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 학교숲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단순 

조경공사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이 설계단계부터 숲

의 운영 관리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며 특히 시민단체, 정부, 기업 등이 같은 목적으

로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십운동으로서 선진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학교숲 조성을 희망하는 학교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6월 8일까

지 ｢생명의숲국민운동｣ 서울 사무처와 각 지역 사무국에 우편 접수 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 응모신청서 양식 배부 홈페이지

    학교숲운동 홈페이지 http://www.schoolforest.or.kr  

    생명의숲 홈페이지 http://www.forest.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모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숲국민운동 _ 숲은 생명입니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숲을 만들고 가꾸어 보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태

동한 숲전문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1998년 창립 이래, 죽어가는 숲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숲 가꾸기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 숲문화운동, 도시숲운동, 농산어촌보전운동, 정책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숲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숲 전문운동을 진행해온 생명의숲은 시민 ․ 정부 ․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파트너십 운동을 지향하는 단체로 각 운동의 주체가 운동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

시하는  과정 중심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숲 활용                              지역주민의 쉽터 이용

사진자료 : 인천 구월서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전                                 학교숲 조성후

사진자료 : 포천 추산초등학교



2008년도 생명의숲 학교숲 시범학교 공모
1. 2008년도 생명의숲 학교숲 시범학교 지원 개요

 ㆍ전국적으로 약8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숲 조성을 지원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학교수는 신청학교수와 예산에 따라 추후 변경가능 함)

 ㆍ한 학교 당 3년 동안 연 1천만원 내외의 현금지원(수목지원비율 80%, 부대비지원비율 20%)

 ㆍ학교숲 조성 설계 및 수목 식재에 관한 기술 지원

 ㆍ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지원 

  

 2. 응모자격

 ㆍ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 대안학교(인가받은 대안학교) 

 

 3. 응모시기

 ㆍ2007년 4월 23일(월) ~ 2007년 6월 8일(금)

 

 4. 응모방법

 ㆍ우편 접수 : 학교숲운동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

성. 각 지역생명의숲 사무국으로 발송(우편물은 6월8일 우편 소인까지) 

  ※ 팩스, 메일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ㆍ2008년도 생명의숲 학교숲 시범학교 응모신청서 2부(공문 첨부)

 6. 심사기관 

 (사)생명의숲국민운동 학교숲위원회

 7. 심사기준

 ㆍ학교옥외환경의 열악성

 ㆍ학교숲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학부모, 학생)의 참여의지

 ㆍ학교숲 조성 계획의 타당성과 조성 후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 계획성

 8. 심사절차

 ㆍ1차 서류심사 

 ㆍ2차 현장심사 :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 및 관계자(학교장, 행정실

장, 담당교사 필참) 면담

 ㆍ최 종 심 사 : 1차, 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숲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9. 최종발표

 ㆍ2007년 9월 말경에 선정 여부 개별 통보 및 생명의숲 홈페이지(www.forest.or.kr)와  학교숲

운동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에 공지



10. 주 최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산림청, 유한킴벌리 

 

11. 후 원 

교육인적자원부 

12. 문의 및 접수처

지역 문의 ․  접수처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일부지역)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윤수연 02․499․6625 02․735․3238 yunsu@forest.or.kr
www.forest.or.kr

www.schoolforest.or.kr

 (133-1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56-1693번지 풍성빌딩 2층

 * 일부지역 : 강진,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순천, 여수, 장흥

강원영서
춘천생명의숲 조병완 033․242․7454 033․242․7456 chforest@hanmail.net www.chforest.org

 (200-947)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30-32 3층

강원

영동

 강릉 고성 속초

 양양 평창 

강릉생명의숲 정문주 033․646․5222 033․646․6044 knforest@empal.com www.greenforest.or.kr

 (210-943)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51-6 2층 

 동해 삼척 영월  

 정선 태백

태백생명의숲 김기현 033․552․1190 033․558․8119 tbforest@hanmail.net www.tbforest.or.kr

 (235-01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5-46 생명의숲센터 2층 

충청북도
충북생명의숲 안미옥 043․253․3339 043․256․3339 cbforest@hanmail.net www.esup.org

 (360-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6 3층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042․226․5355 042․226․5356 djforest@empal.com www.djforest.or.kr

 (301-82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번지 창성빌딩 205호

대구광역시
대구생명의숲 홍은경 053․754․3236 053․754․3236 tgforest@hanmail.net www.tgforest.or.kr

 (701-827)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22-16번지 한미빌딩(본관) 4층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생명의숲 박세진 052․277․8280 052․277․6280 usforest@empal.com www.usforest.or.kr

 (681-803)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20-8 2층

경상북도
포항생명의숲 장정선 054․273․1138 054․273․1139 forestph@hanmail.net www.forestph.or.kr

 (791-8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8-30번지 3층

경상남도
경남생명의숲 김영선 055․244․8280 055․241․8289 gmforest@empal.com www.knforest.or.kr

 (631-606)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33-6 김형준치과 3층

광주광역시, 제주도

전라남도(일부지역)

광주생명의숲 김경일 062․234․5540 062․434․5540 gjforest@hanmail.net
http://cafe.daum.net/g

jforest

 (500-844)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624-34번지

* 일부지역 : 나주, 담양, 장성, 화순 

전라북도
전북생명의숲 박 훈 063․231․4455 063․288․3543 forestjb@hanmail.net www.isoup.or.kr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구도청 본관 2층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진도 함평 해남)

목포생명의숲 윤일환 061․242․1177 061․242․1174 mpforest21@hanmail.net www.mpforest21.or.kr

 (530-816)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28번지 전주화원2층

(사)생명의숲국민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