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2001. 6. 26.

보 도 자 료
(110-7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708호

전화. 02) 735-3232 www.forest.or.kr

담당자 : 이수현 부장 조만희 간사

생명의 숲, 학교 숲 가꾸기 국제 초청 세미나 개최

- 영국 쉐필드대학 조경학과 히치모어 교수 초청

- 영국과 한국의 학교 숲 가꾸기 사례 발표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현, 이하 ‘생명의 숲’)은 영국 쉐필드대학 조경학과 제

임스 히치모어 교수를 초청하여 영국과 한국의 학교 숲 운동에 대해 토론하는 ‘학교 숲 운동의 현

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국제 초청 세미나를 7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의 세종문화회

관 3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의 현 주소를 재점검하고,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의 히치모어 교수가 우리

보다 앞서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학교 숲 조성 및 활용 사례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김인호 신구대학 조경과 교수와 이인세 대전․충남 생명의 숲 사무국장이 국내의 학

교 숲 가꾸기 운동 사례를 발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학교 숲 가꾸기 운동은 생명의 숲이 산림청, 유한킴벌리 등의 후원을 받아 199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심지의 학교 내에 수목을 심고 숲을 가꿈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푸른 자연

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성된 숲은 학교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이용되게 하며, 또

한 날로 악화되어 가는 대도시의 환경문제 개선에도 일조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명의 숲의 학교 숲 가꾸기 운동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50개 학교에 이르며,

생명의 숲에서는 이들 학교에 숲 조성을 위한 수목 및 현금 지원, 기술 자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생명의 숲과 같은 민간단체 뿐 아니라 서울시나 대전시, 성남시, 부

천시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학교 숲 가꾸기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면 생명의 숲 사무처(전화. 02-735-3232)로 7월 6일 이전에 신

청을 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별첨 1. 학교 숲 국제 초청 세미나 프로그램 1부



국제 초청 세미나

“학교 숲 운동의 현황과 과제”

- 영국과 한국의 학교 숲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

￭ 일시 : 2001년 7월 13일 (금) 14:00 - 17: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관 :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 후원 : 산림청, 유한킴벌리

￭ 참석대상 : 제한 없음 (단, 사전 신청자만 참석 가능함)

￭ 참가비 : 없음 (자료집 및 음료 제공)

￭ 프로그램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사회 : 이은욱 (생명의 숲 학교 숲 위원)

인사말

축 사

14:20 - 15:20 주제 발표 영국의 학교 숲 조성 및 활용 사례 분석

제임스 히치모어 (영국 세필드대학 조경학과)

* 순차 통역 권진오 (영국 세필드대학 연구원)

15:20 - 15:30 휴식

15:30 - 16:00 국내 사례 발표 1. 한국의 학교 숲 운동 전개 과정 및 과제

김인호 (신구대학 조경학과)

16:00 - 16:30 국내 사례 발표 2. 대전시의 학교 숲 운동 전개 과정 및 과제

이인세 (대전․충남 생명의 숲 사무국장)

16:30 - 17:00 질의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