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15개 지역) 대상자가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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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국립 치유의 숲’ 10개소, ‘국립산림치유원’, ‘공립 치유의 숲’
31개소 등에서 산림치유를 체험하고 ‘산림치유 체험 이수증’을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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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로 건강 관리하고 포인트도 적립하세요!
-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안내하는 홍보지(리플릿) 배포 -

공단에 제출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 예방형 시범지역(15개)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BMI,혈압·혈당)이 있는 사람
□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산림치유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동으로

리플릿을 공동 제작하였다”라며, “녹음이 우거진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산림치유 체험 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적립 절차」 등을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건강생활실천

하는 리플릿(홍보지)을 제작하여 국‧공립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국민건강

지원금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험공단 시범지사 등에 배포하였다.
○ 아울러, 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산림청과의 협력을 계기로
○ 리플릿(홍보지)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자(15개 지역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치유 체험을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바란다”라며,

예방형 참여자) 및 포인트 적립기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체험 후

“여기서 나아가 공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협력을 확대

이수증 발급 및 포인트 적립’ 등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이 걷기나 산림치유 체험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7월29일부터 전국 24개
지역(예방형 15개 지역, 관리형 9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 산림청은 산림치유 체험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포인트
적립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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