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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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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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상지대학교 총장)

고

문

권병현 (녹색미래 공동대표)

● 경기산지보전협회 (회장 류택규, 국장 안병영)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4-3
Tel _ 031-572-1678

Fax _ 031-572-7387

김기운 (백제약품 대표회장)
김한태 (전 한국독림가협회 회장)

● 강원산지보전협회 (회장 김지홍, 국장 염규진)

김후란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01-1영신빌딩 4층
Tel _ 033-244-4030

이상희 (전 내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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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산지보전협회 (회장 오광인, 국장 정남철)

진재량 (전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사

한국산지보전협회

Fax _ 033-244-4020

Tel _ 033-244-4030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이

산사랑국민운동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599-112 전남대학교 동창회관 208호

김규석 (전 임업후계자협회 회장)

Tel _062-525-9773

김용한 (한국산지보전협회 상임이사)
김지홍 (강원대학교 교수, 강원산지보전협회장)
류택규 (전 원광대학교 교수, 경기산지보전협회장)

Fax _ 062-525-9774

Tel _ 062-525-9773
● 영남산지보전협회 (회장 홍성천, 국장 조현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28-2 (주)동양고속빌딩 312호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

Tel _053-745-0851

오광인 (전남대학교 교수. 호남산지보전협회장)

Fax _ 053-745-0850

우보명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회장)
이보식 (전 산림청장)

찾아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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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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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천 (경북대학교 교수, 영남산지보전협회장)
감

사

양재사거리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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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조 (중앙대학교 교수)

도곡동

시민의 숲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꽃시장

현대자동차

김흥배 (한국전자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하나로마트

2.5km (도보 30분)
염곡 사거리
소비자 보호원

성남

수서

조직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1105호
총회

회장
.....................................................
경기산지보전협회

이사회

..................................................... 감사

tel : 6300-2000 fax : 6300-2002
homepage : www.kfcm.or.kr

강원산지보전협회

호남산지보전협회

상임이사
운영위원회...............................

기획운영실

사업관리실

......................

영남산지보전협회

(사무총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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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지보전협회란?

하는 일

● 설립근거

하나, 산림건강진단모니터링
산림생태계파괴와 산림의 환경기능저하로 악화된 산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적절한 처방대책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 · 홍보 등

제시.

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임.
둘, 지속가능한 산지보전·관리
● 창립총회

2004. 3. 15

각종개발로 연간 서울남산면적의 30배나 되는 산림이 감소,

● 법인설립허가

2004. 4. 01

산지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균형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지보전관리.

창립이념

셋, 생태모델 숲 복원 · 보전 시범사업

● 산지보전운동을 통한 숲 운동 분야의 완결성 증대
● 산림NGO와 임업단체를 연결하는Network 형성

회원가입

우리나라 고유수목, 동식물을 바탕으로 파괴 이전의 건강
한 생태 숲 원형을 찾아 복원하고 건강한 숲의 표준모델로

● 회원자격

산과 숲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정립.

● 회원신청

협회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

넷, 산사랑 국민운동

● 회원회비온라인송금(예금주 : 한국산지보전협회)

www.kfcm.or.kr
국민·산주· 미래세대

임업단체

한국산지보전협회
korea forest
Conservation movement

체험과 참여를 통한 실천적 산사랑 시민운동 전개, 산사랑

- 농협 1087-17-002145

교육교재 발간, 산사랑 국내외 협력활동 및 Global

·일반회원 30,000원

Network 구축.

·종신·단체회원 300,000원 이상

산림NGO
※ 회비나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43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으로 인정,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산림청

숲이 푸르고 산이 울창하면…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활기에 넘칩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는 국토의 65퍼센트를 차지하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산림을 더
욱 울창하게 하고, 산을 의지해 사는 생명체들을 보전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이 인류 문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모든 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
적인 교류를 강화하여 인류의 생존이 산림의 보전과 직결된다는 우리의 생각을 알리고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창립취지문 중에서
Korea Forest Conservation M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