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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정은조 회장)와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주최한 보성다문화가족과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숲속어울림캠프”가 전국 최고의 힐링문화 휴양지

인 제암산 휴양림에서 열렸습니다.

보성 다문화가족 100여 가족과  일반인, 적십자사 솔잎

봉사회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강의와 다채로운 체험행

사들로 진행되었고, 이용부 보성군수님, 김승남 국회의원

님 등 보성지역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따뜻한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행사 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제일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 대강당 안에서 교육을 할 때만 잠깐 비가

오고 그쳐주어 야외행사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어 얼마

나 다행이었는지요.

지금부터 이 행사를 하게 된 취지와 행사상황을 소개하

겠습니다.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된 취지

는 우리 협회는 1973년 산림청 정식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42년 된 산림단체로 6·25전쟁으로 황폐해진 우리나라 

민둥산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림녹화 성공을 이끌어낸 

주역들이 만든 단체로 지금도 묵묵히 산림을 가꾸어 산림

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분들로서, 이렇게 잘 

가꾸어진 숲을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산림청산하 녹색사업단에서 녹

색자금으로 취약계층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숲

체험·휴양문화사업”이 있어 작년에 공모를 하여 이번 행

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제안 사업명은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생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희망하라 우리 산림, 도전하라 우

리 가족”으로, 사업 목적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다문화가

족들에게 숲속휴양·문화기능 제공을 통한 사회적응력강

화, 가족간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와 자신감 회복과 지역

사회 관계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둥산에서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의 과정을 이해하고, 숲속의 나무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

서 튼실한 재목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배우고, 숲속현장에

서 직접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자연과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응력과 가족관계 향상에도 기여하

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기회가 부

족한 다문화가족들에게 숲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길

도 제공해보고 싶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산주들에게는 새

로운 정책에 필요한 좋은 인적자원을 마련하는 기회를 만

들어 보고 싶습니다.

콘텐츠 등 결과물 사후 활용계획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 녹색사업단, 산림경영인과 다문화가정기관 등

에 배포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행사참가 가족들

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사진첩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숲속어울림캠프” 이모저모

이 행사는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되었습니다.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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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홍보기획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