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나무, 미래를 심고 가꾸다
□ 개 요

ㅇ 기관명 : 수원 심꾸기 봉사단
<수혜기관 현황>
ㅇ 설립목적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인1나무 심고가꾸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봉사단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호꽃뫼공원 일대
ㅇ 인원현황 : 수혜인원(수원시민 125만명) 및 기관 근무인원(150명)
ㅇ 일

시 : 2019. 9. 24(화) 10:00~12:00

ㅇ 내

용

- (경기본부) 공원內 별도 공간(에너지공단 식재 작소)에 무궁화 7주,
스텔라원추리 200본 식재하여 향후 경기본부 시민교육 장소로 활용
- (시민캠페인)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활동 실천을 위해 수원시민
봉사단과 공원 일대에서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캠페인 실시

ㅇ 참석자 : (경기본부) 4명, (수원시청, 수원시민봉사단) 150명
ㅇ 작성자 : 경기지역본부 노소영 대리
□ 내 용
(1) 기후변화, ‘내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날씨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검색하고, 약국
이나 편의점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
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로 숨 쉴 수 있는 ‘일상으로의 초대’는 이젠
힘든 일일까요? 맑고 깨끗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
리며 깨끗한 공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심꾸기 봉사단’입니다.
수원심꾸기 봉사단’은 시민이 함께 125만 그루 나무심기 활동
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나무 심고 가꾸기, 교육, 캠페인
‘

등을 펼치는 수원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작년

월,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기

11

위해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수원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등과

·

함께 ‘건강한 숲 맑은 숨’을 모토로 첫 삽을 떴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인 1그루의 나무를 심자’입니다. 즉 한 사람마다

‘1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보자는 내용인데요. 얼핏 작은 목표로 보일지
몰라도, 수원시민 인구는 무려 125만 명에 육박합니다. 수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모인다면 어떨까요? 눈앞에 당장에라도
파란 하늘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2) 서호꽃뫼공원에 모인 깨끗한 공기 나눔 영웅들!
올해

9

월,

수원심꾸기봉사단과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남
녀노소의 수원시민이 한 데 모였
습니다. 바로, 수원 서호꽃뫼공원
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KEA

경기지역본부는 심꾸기봉

사단에 나무

그루를 기증하고, 수원 공기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나무심기활동에 참여하였답니다.
차례로 공원에 도착한 시민들과 기관 직원들은 초록색 조끼와
200

장갑을 착용하고, 본격적인 식목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식재 장소인 서호꽃뫼공원 일대에는 우리 아이를 위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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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중학생,

100

칠순 기념으로 참가한다는 정정한 할아버님 등등 ‘깨끗한 공기
나눔 영웅들’로 가득합니다.
잔뜩 부푼 가슴으로 식재 준비를 마치고 나니, ‘그런데 나무는
어떻게 심는거지?’하며 걱정이 앞섭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걸까요? “자~ 준비 다 되셨죠? 지금부터 나무 심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라며 ‘식목 전문 해설사’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선 넓게 두둑을 만들며 구덩이를 만드세요! 구덩이 높이는

“

여러분이 들고 계신 ‘삽’만큼 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덕에 해설사님의 눈높이 설명이 더 빛을 발합니다.
(3) 맑은 공기 한 삽, 미소 한 삽!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제대로 심어야겠
죠? 해설사님의 설명에 따라, 적당한 깊이로 나무뿌리를 잡아주
고, 물웅덩이도 만들어줍니다.
시민들도 각자 한 자리씩을 맡아,
힘차게 삽을 뜨기 시작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이지만
연두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오늘의 한 그루가
내일의 맑은 공기가 되기를!
나무를 다 심고 나니, 잔디가 부족한 땅이 눈에 띄는데요, 심꾸기
봉사단이 준비한 꽃잔디도 심어주기로 합니다. 방금 심은 나무 주변에
적당한 거리로 꽃잔디를 심으며 시민들과 삼삼오오 웃음꽃도 피워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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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록색 미래를 보다
다함께 심으니 그 많은 나무
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았습
니다.

인 1나무의 위력을 체감

1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꾸기
봉사단의 조끼색처럼, 서호꽃뫼
내일을 위해 오늘 땀 흘리는 멋진 그대!

공원은 푸르른 초록으로 가득해
졌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대기환경 개선”.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미세먼지 감축”. 국가만이 해결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

수원 심꾸기 봉사단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초록 미래를 가꾸어
봅시다! 쉽고 재밌는 ‘나무심기’로 말이죠!”

-

에필로그

:

시민이 함께

‘

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125

수원심꾸기 예비 봉사자는
1)
2)

-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담당 : 031-300-9912~3
수원시 기후대기과 : 031-228-3237 (http://www.suwon.go.kr)

참고사항

:

본 행사는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 및 문의는 평일

(

-

시 사이 가능)

9~18

①

②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봉사단은 나무심고 가꾸기,
미세먼지 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

③

는 친환경 도시, 여러분의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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