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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킴벌리 안태건 과장(02-528-1085/TaeKun.Ahn@y-k.co.kr)

수    신 : 환경/교육/사회부  
발    신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 유한킴벌리
• 이 보도자료는 사단법인 생명의숲과 유한킴벌리가 공동으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제    목 : ‘2011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모델학교숲’ 공모 결과 발표

 

‘2011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모델학교숲’선정

- 생명의숲, 유한킴벌리 : 지난 10년간 800개 이상 ‘학교숲’만들기 활동 지속
- 여주 강천초 등 전국 10개교를 선정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학교숲에서 배움과 나눔, 보살핌이 가능한 모델학교숲 구현 

생명의숲(이사장, 김후란)과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최규복)는 학교숲 조성활동의 차세대 모델로 육성
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모델학교숲’ 10개 학교를 선정, 발표했다. 모델학교숲은 향후 3년간 
전국 10,000여개 초.중.고등학교 숲 조성 활동의 모범적 모델로 육성된다. (명단 - 별첨)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모델학교숲’으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탄소저감형 
학교숲, 에너지 특성화 학교숲, 지역참여형 학교숲, 교육활용형 학교숲 등 학교별로 특화된 형태의 학교숲 
조성 활동을 하게 된다.

생명의숲과 유한킴벌리는 전국적인 ‘학교숲’ 벤치마킹 대상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에 15개 학교를 모델
학교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0년 10개교, 2011년 새롭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모델학교숲’ 에 
선정된 10개, 총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숲 조성 과 숲 활용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학교
는 현재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 대학교수, 교사, 숲 전문가, 교육 및 환경전문가, 언론인, 기업임직원 등
이 ‘학교숲’ 활동에 볼런티어활동으로 다양한 자문과 3년간 1개교 당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올해 선정된 신규모델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대전에 위치한 진잠초등학교에서 ‘2011년 
우리강산푸르게 푸르게-신규모델학교숲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교숲운동 및 모
델학교숲의 이해를 돕고자 ‘학교숲운동의 역사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발표’ 외에도 2009년 선정 
모델학교인 ‘진잠초등학교 탐방 및 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모델학교숲의 생생한 정보
를 공유, 향후 진행될 모델학교숲 지원체계를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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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지역구분 학교명

계 10개교

1 경기 여주 강천초등학교

2 강원 강릉 경포대초등학교

3 광주 광주 봉주초등학교

4 충남 당진 순성중학교

5 충남 논산 논산여자중학교

6 부산 기장 부산성우학교

7 강원 원주 신림초등학교

8 충북 청주 운천초등학교

9 충북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

10 경북 안동 안동진명학교

모델학교숲운동을 통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학교숲운동을 진행하면서 도시의 녹지 확충과 탄
소 저감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숲을 통한 활동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배우며, 생명
존중의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혁신학교’의 기본철학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어,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호응을 받고 있다.

모델학교숲공모 및 신규모델학교숲 워크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교숲 홈페이지
(www.schoolforest.or.kr) 또는 우리숲 홈페이지(www.woorisoop.org)를 참고하면 된다.

---------------------------------------------------------------------------------------------
생명의숲 학교숲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시민환경단체로서, 학교숲운동은 삭막한 학
교 운동장을 숲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이 있는 인재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1995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9년부
터는 시민단체인 생명의숲이 주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0개의 시범학교와 25개의 모델학교숲 선
정학교가 있으며, 지자체 등의 참여로 학교숲 조성활동 참여학교가 3,500개가 넘으면서 전국 학교의 1/3가
량이 이 활동에 참여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별첨 1 - 2011년~2013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모델학교숲‘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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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진 행 비고
13:00~13:30 30‘ 진잠초 학교숲 탐방 학교숲담당교사
13:30~14:00 30‘ 접수
14:00~14:05 5‘ 여는 말 사회자
14:05~14:10 5‘ 환영사 나용찬 진잠초등학교장

14:10~14:15 5‘ 인사말 조연환 생명의숲 
상임대표

14:15~14:20 5‘ 축사 Ⅰ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14:20~14:25 5‘ 축사 Ⅱ 남상용 한국학교숲교육연
합회장

14:25~14:55 30‘  Ⅰ. 학교숲운동의 역사와 사회적 성과 
및 모델학교숲의 이해 김인호 학교숲위원장

14:55~15:15 20`  Ⅱ. 모델학교숲 지원체계 조병완 춘천생명의숲
부장

15:15~15:30 15‘  쉬는 시간
15:30~16:00 30‘  Ⅲ. 모델학교숲 추진 사례 박대현 마산 진동초 교사

16:00~16:30 30‘  Ⅳ. 진잠초 학교숲 추진 사례 서진호 진잠초 학교숲
전문위원

16:20~16:40 20‘  Ⅴ. 모델학교숲 인증서 전달 조연환/최규복
16:40~16:50 10‘  Ⅵ. 모델학교숲 소감발표 사회자 학교숲위원장
16:50~17:00 10‘ 사진촬영 및 뒷정리

별첨 2 - 2011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신규모델학교숲 워크숍 안내

신규모델학교숲 워크숍 안내문
1. 목적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모델학교숲’에 선정된 학교에 학교숲 2.0의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모델학교숲의 지원체계 안내, 향후 계획과 정보를 공유하고 모델학교숲 인증서를 전달하는 
자리.

 •2011년 모델학교숲 발표회 안내 및 2009년 선정 모델학교숲 탐방
 
2. 개요
  1) 일 시 : 2011년 5월 24일 (화) 13:00~17:00
  2) 장 소 : 진잠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59번길 53) 
  3) 대 상 : 2011 모델학교 관계자(교장, 담당교사, 학부모 등), 2009~2010 모델학교숲 관계자, 산

림청관계자, 전국 학교숲의 관심자, 전문위원, 지역생명의숲 학교숲담당자(약100명)
  4) 주 최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유한킴벌리
  5) 주 관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한국학교숲교육연합회

3. 프로그램
 •우리나라 학교숲운동의 역사와 사회적 성과 및 모델학교숲의 이해
 •모델학교숲 지원체계 및 추진 사례
 •모델학교숲 인증서 전달

사회 : 이인세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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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잠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59번길 53 진잠초등학교 2

문의 중앙생명의숲 원미현활동가 / 전화 02-499-6625

4. 찾아오시는길 & 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