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곶자왈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곶자왈공유화재단

사람은 자연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에서 행복을 배우고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볕

에서 명랑함을 배우고 차가운 겨울의 황량함에서 악조건을 이기는 강인함과 건강을 

지키는 힘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기회는 우리 주변의 자

연 환경이 훼손되면서 점차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발발한 지 일년이 되어갑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에 의하

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길도 백신이라는  물질의 개발이 아니라 자연과 인

간 간의 관계의 회복, 이름하여 생태백신에 있다고 합 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임에

도 백신의 개발에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인명과 경제에 끼 쳐지는 희생은 막을 수 없

습니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 중에 생성된 암괴들이 큰 덩어리로 부서져 굳은 사이로 지하의 

공기가 유통되는 독특한 지질구조로 되어 있어 이끼류· 버섯류를 비롯하여 여러 기

후조건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번성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보금자리에서는 온갖 곤충

과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와중에 곶자왈공유화기금 모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곶자왈 유산을 지키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청정 환경을 보전하

고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

가 커가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제주도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곶자왈공유화 릴레이 캠페인

2020, 삶이 아름다운 곶자왈 동반자 Heritage Companion

목 적 ㆍ곶자왈공유화운동의 시민 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기금 확보 

내 용

왈공유화기금 집중 기부 프로젝트’ 

모 금 기 간 2020.11.2 ~ 29  

목 표 인 원 기부자 000명

참 여 대 상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약 정 방 법 (정기) 월 10,000원 이상 / (일시) 100,000원 이상 

신 청 방 법

①온라인 신청 방법 : 릴레이캠페인사이트 → 곶자왈공유화기금 기탁 신청서 작성 완료 

②오프라인 신청 방법 : 곶자왈공유화기금 기탁신청서 작성 
                                   →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혹은 직접 제출) 

문 의 접 수

  

개       요 

ㆍ확보된 기금으로 제주 생명의 숲 ‘곶자왈을 매입하여 ’곶자왈 공유화’에 기여

③전화 신청 방법 : 곶자왈공유화재단 사무국 

①www.jawaltrust.net → www.gotjawal-relay.net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 jawaltrust@naver.com

③곶자왈공유화재단 사무국 (064-783(4)-6047) 

ㆍ’곶자왈 유산 매니저(Heritage Manager)’ 사전 모집

추진 일정 

10.14~23

ㆍ캠페인 시작 (11.2)
ㆍ1차 ‘곶자왈 유산 매니저’출발, 1차 ’곶자왈 유산 동반자’ 신청

11.2~8

ㆍ2차 ‘곶자왈 유산 매니저’출발, 2차 ’곶자왈 유산 동반자’ 신청11.9~15

ㆍ3차 ‘곶자왈 유산 매니저’출발, 3차 ’곶자왈 유산 동반자’ 신청11.16~22

ㆍ캠페인 종료 (11.29)
ㆍ4차 ‘곶자왈 유산 매니저’출발, 4차 ’곶자왈 유산 동반자’ 신청

11.23~29

11.9~12.7

※캠페인 진행 상황은 1.곶자왈공유화재단 홈페이지 내 ‘릴레이캠페인 웹사이트’ www.gotjawal-relay.net

2.제주 지역 언론보도 및 광고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 국 주

ㆍㆍㆍ

사회 각계 각층의 *‘곶자왈 유산 매니저(Heritage Manager)’ 를 선두 모금 그룹으로 하여, 
4주 간 릴레이 방식으로 **‘곶자왈 유산 동반자(Heritage Companion)’를 모셔오는 ‘곶자

 * ‘곶자왈 유산 매니저(Heritage Manager)’ : 곶자왈공유화기금을 기탁하는 ‘곶자왈 유산 동반자 (Heritage Companion)‘를 모셔오는   
                                                                       캠페인 모금 활동가

 ** ‘곶자왈 유산 동반자(Heritage Companion)’ : ‘곶자왈 유산 매니저(Heritage Manager)’를 통해 ‘곶자왈공유화기금 기부자’가 
                                                                               되시는 분. 또는 자율적으로 기부하시는 분

ㆍ4주간, 매 주차 결과 언론 보도 및 광고(11.9/16/23/30)
ㆍ종합 마무리 언론보도 및 광고(12.7)

*

이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