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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b Communications Campaign of the Year in Asia
강동농협 더불어 살아가는 도농상생프로그램

Kangdong Nonghyup, Symbiosis Program Rural & Urban
최근 1년동안 이룬 업적
서울강동농협(조합장 박성직)은 2007년부터 전국의 농촌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울 풍납동에 소재한 영어마을
풍납캠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강동농협은 그동안 농업 농촌관련 환원사업이 농산물판매와 농업인 생산교육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
어 진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열악한 농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영어캠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서울강동농협은 전국의 지역농협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 2007년 220명, 2008년 550명의
농촌 어린이들이 영어마을 체험을 하였으며 2009년에도 500명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서울강동농협은 2006년부터 매년 100여명의 서울의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려운 농촌도 돕
고 농업을 체험하며 학비를 벌 수 있는 <대학생 농업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강동농협은 <대학생 농업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땀 흘려 일하며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는 인력을 제공하여 힘을 실어 주어 도농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촌어린이영어캠프>와

<대학생 농업체험>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갈수록 심화되

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과 문화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농협의 새로운 역할모델을 만들었
다는 평을 얻고 있다.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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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Web address
http://www.kdnh.com
<농촌어린이 영어캠프관련>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32258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80613060308125&p=newswire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46
http://www.dongbunews.co.kr/bbs/bbs.asp?exe=view&group_name=133&section=24&category=0&idx_num=30
75&page=1&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3129&section=section3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10/20081014/1650591.html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620130607130&p=sbsi
<대학생 농업체험관련>
http://www.dongbunews.co.kr/bbs/bbs.asp?exe=view&group_name=133&section=3&category=0&idx_num=326
2&page=1&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3606&section=section3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41419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10124517694&p=sbsi

<기타 사회환원사업 관련>
http://www.dongbunews.co.kr/bbs/bbs.asp?exe=view&group_name=133&section=23&category=0&idx_num=38
76&page=1&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
http://www.dongbunews.co.kr/bbs/bbs.asp?exe=view&group_name=133&section=3&category=0&idx_num=407
6&page=1&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
http://www.dongbunews.co.kr/bbs/bbs.asp?exe=view&group_name=133&section=3&category=0&idx_num=518
8&page=1&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080909083718731&p=n
ewsis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70806120210518&p=newswire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70921122014964&p=newswire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6/27/200806270168.asp
http://www.dongbunews.co.kr/bbs/bbs.asp?exe=view&group_name=133&section=3&category=0&idx_num=490
7&page=1&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
http://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c_code=0801&news_code=2007080808119
http://www.dongbunews.co.kr/bbs/bbs.asp?category=0&exe=view&group_name=133&idx_num=1302&order_c
=bd_idx_num&order_da=desc&page=5&section=7
http://blog.daum.net/living22/34046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living22%2F340461

<강동농협 2008년 지역사회 공헌사업 현황>
1. 장학금 지원 사업
- 사업일시: 2008. 3.18
- 경과실시년도 : 2005, 2006, 2007, 2008
- 사업목적: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부여, 기부문화의 확산
- 참여(수혜)인원: 고등학생 48명, 대학생 111명
2. 출하선급금 지원 (농촌농협에 무이자 자금지원)
- 사업일시: 2008. 4. 3.
- 경과실시년도: 2005, 2006, 2007, 2008
- 사업목적: 농촌사랑운동 솔선수범을 통한 농업인에 대한 실익증대,, 어려운 농업과 농촌 지원에 대한
도시 기업의 역할 증대, 자금지원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증대 (08년도 72억원 지원)
- 참여(수혜)인원: 지방 34개 농협
3. 어린이 체험농장 운영
- 사업일시: 2008. 5. ~2008.10.
- 경과실시년도: 2000~(9회차)
- 사업목적: 어린이들에게 벼 생육과정 교육, 쌀 소중함 교육, 우리 쌀밥 사랑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 참여(수혜)인원: 지역 초등학교 4개소, 유치원 10개소
4.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 사업일시: 2008. 5. 2.
- 경과실시년도: 2006, 2007, 2008
- 사업목적: 강동구 거주 어르신 초청, 위로의 장
- 참여(수혜)인원: 어르신 260명
5. 어버이날 맞이 경로당 지원행사
- 사업일시: 2008. 5. 8.
- 경과실시년도: 2005, 2006, 2007, 2008
- 사업목적: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역의 어르신에게 음식제공

- 참여(수혜)인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 400명
6. 강동구민 걷기대회
- 사업일시: 2008. 5.24.
- 경과실시년도: 2007, 2008
- 사업목적: 지역 주민들의 문화행사지원, 건강의 중요성 인식, 가족화합의 장 마련
- 참여(수혜)인원: 강동구민 3000여명
7. 농촌어린이 영어캠프
- 사업일시: 2008. 6.16~ 6.20, 10.13~10.17
- 경과실시년도: 2007, 2008
- 사업목적: 세계화에 발 맞춰 농촌어린이들에게 영어교육 기회제공, 전국각지의 어린이들과 함께 공동
생활의 기회마련
- 참여(수혜)인원: 어린이 550명
8. 대학생 농업체험단
- 사업일시: 2008. 7. 7~ 7.11.(4박5일)
- 경과실시년도: 2006, 2007, 2008
- 사업목적: 농촌지역 부족한 일손지원, 대학생에게 우리농산물의 중요성 인식, 농업농촌의 가치이해
- 참여(수혜)인원: 대학생 110명
9.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지원을 통한 전통 문화 계승
- 사업일시: 2008.10. 8.~10.12.
- 경과실시년도: 1990~(19회차)
- 사업목적: 지역 전통문화 계승, 기업의 지역행사 참여, 지원
- 참여(수혜)인원: 호상놀이보존회 140명
10.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 사업일시: 2008.11.21
- 경과실시년도: 2005, 2006, 2007, 2008
- 사업목적: 소외계층의 월동준비 지원, 기부문화의 확산
- 참여(수혜)인원: 경로당 100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