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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프 소개

물이 맑기로 소문난 내린천의 상류 살둔마을에서 가족의 여름 휴가를 즐기면
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미래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가족 캠프. 살둔 마을
에서 가족 단위의 휴가를 보내며 어른들은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 강좌와 자
연건강 강좌를 들으며 쉬고, 아이들은 산골생태체험교실(숲체험, 물고기체험, 
곤충체험, 태양열조리기 만들기, 자전거 발전기로 팥빙수 해먹기)에서 신나게 
놀면서 미래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휴와 학습이 조화되는 가족 휴가 프로그램. 

2. 장소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2리 살둔마을(saldun.invil.org) 살둔제로에너지하우
스와 생둔분교(폐교) 인근

※  살둔 마을은 조선시대 정감록의 10승지 중의 하나로 꼽히는 오지 중의 오지이며, 한겨레 조홍섭 기자가 올해 1월 12일자 한겨레에 “강원 살둔마을 <제로에너지 하우스>” ‘집인가 보온병인가…석유 한방울 없이 꽃이 피네’라는 기사를 쓴 이후 여러 언론에 소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가 있는 곳.

3.  캠프 일정과 참가비 

•일정  1회 7월25일(토) ~ 27일(월) (2박 3일) 2회 8월14일(금) ~ 16일(일) (2박 3일) 
 ※ 출발 당일 오전 8시 반 집결 후 버스 이용 예정(서울역 광장 예정 확정 후 통보 예정)

• 참가비 성인 : 18만원(텐트) 20만원(생둔분교), 
  만3세-초등 : 1인당 16만원(2세 미만 무료)
 ※ 텐트 이용시 부모 자녀1인 3인 가족 52만원.
  생둔분교(또는 마을회관) 이용시 부모 자녀 1인 3인 가족 56만원. 
  한겨레ㆍ주주 독자 가족 10% 할인. 가족 단위 참여 권장.
  참가비에는 숙식비, 교통비, 체험비, 강사료, 간식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민박을 원하는 가족은 별도 요청 요망.

4. 문의 및 접수  

접수  하니누리(www.haninuri.co.kr) 중 이달의 즐겨찾기 중 ‘생태가족 산골캠프’   
문의 하니누리 02-6377-3090 
  한겨레 사업국 산골캠프 담당자  02-710-0761 
 카페  (다음) 한겨레 제로에너지하우스

한겨레 생태가족 
산골 캠프
내린천 상류에 발 담그며 지구의 미래를 생각한다   

지구 온난화 시대의 대안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찾아서 

• 부모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 
 제로에너지 하우스 강사  이대철님(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 주인)
 자연건강교실 ‘자연건강 오정법’  권복기(한겨레 자연건강 담당 기자)
 특강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13가지 물건들’  김기돈(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 편집부장)외 

• 어린이 프로그램 선생님
 산골생태체험교실 1,2  심상옥(자연햇살자연학교 대표)외 
 어린이재생에너지 교실  조보영(환경정의 초록사회국 간사)외 
 농사 체험 및 산골음식 체험  살둔마을 사람들
 

5. 캠프 일정과 강사

시간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07~08  

기상 및 아침운동 기상 및 아침운동08~09 집결 및 출발  아침 식사  아침 식사09~10  
부모 : 산골 버덩농사체험  

가족 자유 시간 2
10~11  

특강 :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13가지 물건들”
11~12  

어린이 : 산골생태체험교실2(물고기, 곤충 등)  가족 : 글과 그림으로 함께 평가12~13 도착 및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3~14 가족 소개와 인사, 방배정과 텐트 설치 부모 : 자연건강교실(한겨레 권복기 기자) 정리 및 출발 
14~15 가족 물놀이 

 
어린이 : 신재생에너지교실( 태양열조리기  

  
만들기와 자전거 발전기 체험)

15~16 부모 : 제로에너지 하우스 방문과  가족 물놀이
16~17 강의(이대철님) 

가족 : 산골음식 체험 삼굿(살둔마을 사람들)17~18 어린이 : 산골생태체험교실1(산골숲체험)   
도착 및 해산 18~19 저녁식사  저녁 식사 

19~20 
가족 자유 시간 1 가족 : 가족 노래 자랑20~21

21~22 가족 : 환경영화와 환경퀴즈대회 가족 : 캠프파이어와 간식 
22~23 취침 취침

가족 : 가족공통 프로그램, 부모 : 부모 프로그램, 어린이 : 어린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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