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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페이지. www.forest.or.kr

배포일자 : 2010. 08. 04
문의 : 생명의숲 원미현 (02-499-6625/wmhberry@nate.com)

유한킴벌리 신지원대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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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학교숲교육연합회 전국임원총회 개최

퇴직 해도 학교를 위하여!

“학교숲 서포터즈 전․현직 교원 모임”
- 학교숲 만들기 노하우 제공으로 생명존중, 자연사랑 고취 

- 1999년부터 전국에서 학교숲 만들기 주도해 온 전.현직 교원 20여명 참여

생명의숲(이사장, 김후란)과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최규복)는 오는 8월 5일(목) 11시, 경기

도 남양주에 위치한 산림인력개발원에서 “한국학교숲교육연합회 전국임원총회”를 진행한다. 

한국학교숲교육연합회는 생명의숲국민운동과 유한킴벌리가 1999년부터 11년간 추진해 온 ‘학

교숲운동’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해 온 학교의 교장, 교감, 학교숲 담당교사들이 주축이 되

어 발족한 단체이다. 학교숲운동은 학교에 숲을 만들어 자연친화적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교육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숲과 교육을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이다.

  

학교숲 만들기와 교육활용의 노하우를 전파하고자 2009년 11월에 창립된 한국학교숲교육연합

회는 전국의 전․현직 교원들과 앞으로의 학교숲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숲을 가꾸는 

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학교숲을 만들고 질 

높은 환경교육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오는 8월 5일 전국임원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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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및 교사 대상의 학교숲 체험수기 공모전도 함께 진행 

또한 한국학교숲교육연합회에서는 학교숲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

접 학교숲의 생물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여 생명에 대한 관찰력과 과학적 사고를 겨루

는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과 함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숲가꾸기 수기 공모전’도 진행

한다. 그동안 학교숲 가꾸기에 참여한 전국의 모든 교원(교장, 교감, 교사, 교육행정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전은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직접 학교숲을 가꾸면서 얻은 노하우와 학

교숲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체험담을 A4용지 1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하면 된다. 공모마감은 8월 27일(금)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숲 홈페이지

(www.schoolforest.or.kr)를 참고하면 된다.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9월 15일(수)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제8회 학교숲의 날’에

서 진행될 예정이며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시상은 초등부와 중등분야에서 각각 대상(1명, 50

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장), 최우수상(1명, 30만원 상당 및 상장), 우수상, 장려상 등 총 40명에

게, 학교숲가꾸기 수기 공모전 시상은 대상(1명, 상금 100만원과 상패), 금상(1명, 상금 50만원

과 상패), 은상, 동상 등 총 7명에게 한다.

(문의: 02-499-6625 생명의숲 교육사업국 원미현 활동가)

********************************************************************************************************************

학교숲 운동 개요 
1995년 시작된 학교숲운동은 삭막한 학교를 숲과 생명이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학생들에게 자

연친화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꿔가기 위한 운동으로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학교숲운동은 학교구성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 활동

으로 현재 전국 700여 개의 ‘학교숲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학교숲 모델을 만들

어 내기 위한 25개의 모델학교숲이 집중 육성되고 있다. 학교숲운동은 우리나라 공익적 캠페

인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받고 있으며, 기업과 숲 단체, 정부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 

운동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학교숲운동의 영향을 받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여 현재 

전국 약 4,500개가 넘는 학교에서 학교숲만들기와 교육적 활용 등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