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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원 대국민 참여 홍보(캠페인)”를 4월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들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복원으로 건강하고 푸른 숲을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 생태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맞손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 전개 -

붙임파일 : 업무협약 계획 1부
첨부파일 : 관련 사진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
는 대한적십자사와 ‘산림생태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등 주
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대응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태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추진되었다.
○ 산림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전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프로젝트) 개발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복원 대국민 참여 협력사업 발굴 △산림생
태복원 공동홍보 및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 두 기관은 협약 이행의 첫걸음으로 얼마 전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삼
척 산림유전자원 보호지역의 숲 복원을 지원하는 “산불피해지 산림생
- 1 -

- 2 -

산림생태복원 대국민 캠페인을 위한 산림청-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 계획

‘22년 울진ㆍ삼척지역 대형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의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등 새로운 협력기반 마련

□ 행사개요
ㅇ 일 시: 2022. 4. 18.(월) 10:45~11:30
ㅇ 장 소: 산림청 대회의실(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ㅇ 참석자: 9명
- 산림청(5명) : 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생태복원과장, 이선미 서기관 외 1
- 적십자사(4명) : 신희영 회장, 이재승 모금전략본부장, 김동혁 정기후원팀장 외 1

□ 협약내용
ㅇ 산불피해지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 등에서의 산림생태
복원을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전개
ㅇ 사회공헌을 통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프로젝트 개발․추진
ㅇ 백두대간, DMZ일원, 섬 숲 등 산림생태복원에 대한 대국민 참여를
위한 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추진
ㅇ 산림생태복원 관련 활동에 대한 공동홍보 및 상호발전에 필요한 사항
□ 행사일정
시

간

10:45~11:00 (15분)

진행 내용

비 고

환담

청장실(16층)

11:00~11:15 (15분)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1:15~11:25 (10분)

협약체결식(협약 취지, 협약서 서명·교환)

11:25~11:30 (05분)

기념촬영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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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1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