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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요청] 귀산촌 한번 해볼까? 생명의숲 『시니어 산촌학교』 3기 모집

귀산촌 한번 해볼까? 『시니어 산촌학교』 3기 모집
- 2016년에 생명의숲, 유한킴벌리, 국립산림과학원 시니어 산촌학교 진행

- 산촌의 실생활이 담긴 교육을 통해 귀산촌에 대한 탐색 기회 마련  

-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시니어 산촌학교』 3기 모집

□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 이사장 이돈구)은 유한킴벌리,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오는 4월 25일부터 숲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철학을 

기반으로 생활에서 숲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리더를 양성하는 「시니어 산촌학

교」 3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시니어 산촌학교』는 산촌의 실제 생활이 담긴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게 귀

산촌에 접근할 수 있는 탐색과정으로, 이후 귀산촌 전문교육이나 숲과 관련

한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연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16년 1기와 2기 교육을 통해 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 시니어 산촌학교 1, 2기 과정에 대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참가자들에게 귀산촌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4점(5점 만점)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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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숲에 대한 기본 이해로 구성된 입문과정은 시니어 산촌학교 담임교수인 

김석권 박사(생명의숲 이사)의 “우리 숲의 이해, 문화로서의 자연”으로 시작

되며 백두대간 심심산골을 기록한 코리아루트 김진순 대표에게 백두대간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국립수목원장을 지낸 신준환 박사

와 전통마을 숲을 찾아가는 현장탐방 등, 오랫동안 숲과 함께한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 된다.

□ 심화단계는 조연환 전 산림청장이 공직을 은퇴하고 산촌에 정착하여 살고있

는 15년간의 귀산촌 경험을 토대로 귀산촌 준비과정과 귀산촌 후 삶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생태적, 경제적, 지역친화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장디자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산림활용 방법에 대한 교

육이 진행된다. 시니어 산촌학교 3기 교육은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5

주간 46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시니어 산촌학교 3기 교육신청은 3월 13일(월)부터 4월 7일(금)까지 약 한 달

간 생명의숲 홈페이지(www.forest.or.kr)와 유한킴벌리 우푸푸 블로그

(woopoopoo.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니어 산촌학교와 관련한 

문의는 생명의숲 공존의숲팀  02-499-6214로 하면 된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1998년에 창립한 환경운동단체로서 건강한 숲을 지키고 

가꾸어나가기 위하여 전국 13개 지역 1만 여명의 회원과 함께 숲가꾸기 운동, 

도시숲 운동, 사회복지숲운동, 학교숲 운동, 마을숲 운동 아름다운숲전국대회 등

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