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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광주환경운동연합

2018년도 정기총회

- 일시 : 2018년 1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광주환경연합 3층 대회의실(대광새마을금고)

광주환경운동연합 

| http://gj.ekfem.or.kr 

|트위터 @gjkfem    페이스북 gjk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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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자료집 목차 】

❚ 정기총회 식순 ………

❚ 2017년 활동일지 ………

❚ 감사보고(안) ………

❚ 2017년 사업보고(안) ………

❚ 2017년 재정결산(안) ………

❚ 2018년 조직구성(안) ………

❚ 2018년 사업계획(안) ………

❚ 2018년 예산(안) ………

 [부록]

❚ 성명서·논평 등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 회원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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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식순 】

■ 1부 ∥ 정기총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제1안 _ 감사보고 안

: 제2안 _ 2017년 사업 및 결산 안

: 제3안 _ 임원선임 안

: 제4안 _ 2018년 사업 및 예산 안

: 제5안 _기타 안건

- 폐회

■ 2부 ∥ 시상식 및 만찬

- 녹색회원상 시상 및 공로패 증정

- 따뜻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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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활/동/일/지 

1
5 (목)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6일(금) 자문회의

7일(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모래톱 정기총회

10일(화) 웹 메일 ‘자연지기’ 1호 발송 / 밝은삶맑은터

13일(금)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공동기자회견

14일(토)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광주)

17일(화) 2017 정기총회(5·18기록관), 용용C 정기모임

18일(수) 서석초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

20일(금) 세방산업 검증위원회 참석

20~21일(금,토) 전국 탈핵활동가 대회

24일(화) 세방산업TF 회의 참석

25일(수) 풍영정천가꾸기 추진위원회 참석

26일(목) 웹 메일 ‘자연지기’ 2호 발송,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발표 

26일(목) (~2/3) 미세먼지 모바일 앱개선 모니터링단 활동

※매 토요일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2월

1일(수)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롯데백화점)

3일(금)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성명

4일(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8일(수) 교육위원회 회의

9일(목)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14일(화) 용용C 모임

15일(수) 웹 메일 ‘자연지기’ 3호 발송

16일(목)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롯데백화점)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곡양산모임

16일(목)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 공약 안에 대한 우려 성명 

16일(목)~23일(목)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앱, 마스크 모니터링

17일(금) 영산강네트워크 총회

18일(토)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총회(~19일) /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 샘골)

22일(수)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식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정기총회

23일(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총회 참석

25일(토) 전국 대의원대회(대전)

28일(화) 웹 메일 ‘자연지기’ 4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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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목) 집행위원회 회의, 서석초 보행전용도로 관련 아시아문화전당측과 간담회

3일(금)~4일(토) 광주전남 환경연합 임원활동가 수련회(화순 이서면 커뮤니티 센터)

4일(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7일(화) OB모임

9일(목) 2차 시민환경포럼_탈핵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 밝은삶 맑은터

11일(토) 후쿠시마 6주기 기억의 날 행사

13일(월), 28일(화) 용용C 교육프로그램 개발 회의

14일(화) ‘자연지기’5호 발송, 환경교육센터 준비 간담회(차수철 광덕산교육센터 초청)

14일(화)~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20명 대상 심층조사 (~4/5)

16일(목)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17일(금)~20일(화) 영산강 보 시험개방 현장 조사

19일(월)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모임(영광핵발전소)

22일(수) 세계 물의 날 기념 기자회견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 촉구’

21일(화)~ 미세먼지 정화용 마스크 리빙랩 8명(~4/6) 

25일(토) 모래톱 정기모임(영산강)

26일(일) 어린이자연나들이‘평촌에서 살아남기’ 오리엔테이션

27일(월) 서석초 보행자전용도로 관련 간담회(아시아문화전당)

28일(화) 웹 메일‘자연지기’6호 발송,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의 탈핵 간담회

29일(수) 탈핵행동 참여단체 사무국처장 회의

4월

1일(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3일(월) 자원순환마을만들기 기획회의(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6일(목) 자문, 집행위원회 연석회의

9일(일) 자연나들이 평촌에서 살아남기

10일(월)~ 미세먼지 정화용 공기청정기 리빙랩( ~5/10)

11일(화)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13일(목) 웹 메일‘자연지기’7호 발송

14일(금) 모래톱 광주천생태학교(율곡초), 서석초 보행자전용도로지키기 대책위 회의

16일(일) 물 한 방울 흙 한줌 정기 모임(세월호3주기,목포신항)

18일(화) 광주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석을 통한 도시공공성 진단 보고

서 발표

19일(수)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서구 농성1동 주민센터)

20일(목) 광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의 날 선포 기

자회견

22일(토) 지구의 날(금남로 일대),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

25일(화)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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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화) 신입활동가 수련회 나동환간사 참여(~4/29)

26일(수) 광산구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회의 참석

29일(토) 회원 체육대회

5월
2일(화)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회의, 광주교대부초 ESD한마당 참여(용용C,자원순환)

8일(월) 영산강 모니터링(극락교 ~ 승촌보)

11일(목)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밝은삶 맑은터

12일(금) 19일(금) 모래톱 영산강 교육

14일(일) 어린이 자연나들이(평촌에서 살아남기)

15일(월) 5.18 합동참배(광주시민단체협의회)

15일(월)~16일(화) 빈용기 반환내역조사

17일(수) 5.18전야제 체험부스(적정기술, 태양광발전 등)

18일(목) 자원순환마을 추진단 회의

19일(금) 웹소식지 ‘자연지기 7호’ 발송 / 영산강 두물머리 하천교실/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회의

20일(토) 업사이클링 주민리더교]874육(농성동)

22일(월) 세방산업 검증위원회 최종보고회 참석, 4대강 보 수분개방 논평

23일(화) 세방산업 검증위 결과에 대한 논평 / 일회용품줄이기 브랜드사업 회의

25일(목) 장성 황룡강지킴이교육

26일(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27일(토) 모래톱 광주천 답사/수문개방 영산강 조사

29일(월) 광주전남전북공동 탈핵워크숍, 서석초 보행전용도로지키 시민대책위 해단식

29일(월) ~ 기아자동차 주민 생태문화기행, 담양슬로시티(~6/2)

30일(화) 서석초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성과에 대한 논평 발표 / 지구의날 평가 회의

31일(수) 영산강 수문개방 현장조사

6월
1일(목) 영산강 보개방(죽산보) 논평발표 및 현장 포퍼먼스 

1일(목)~2일(금) 동아시아 기후환경네트워크 창립포럼(서울)

               동아시아 기후환경네트워크5 석탄화력발전소 대응 포럼 준비회의

               햇빛탐방단 서울그린투어(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1일(목)~ 장성 황룡강지킴이교육( ~ 6/29 매주 목요일)

3일(토)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기모임(시낭송)

5일(월)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6일(화) 물한방울 흙한줌 모임(모내기)

7일(수) 일회용품 브랜드사업 회의

7일(수)~ 8일(목) 빈용기반환내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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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집행위원회 / 웹소식지 ‘자연지기 8호’ 발송

11일(일) 어린이 자연나들이(평촌에서 살아남기)

13일(월) 영산강 녹조, 수문개방 확대 촉구 성명 /용용C 정기모임/OB모임

14일(화) 브랜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15일(목) 고리1호기 폐쇄환영, 신고리5.6호기 중단 촉구 성명 /우리동네 쓰레기 배출현황조사/ 

쓰레기 배출 시민인식조사 (~ 6/29) / 4대강사업 대응 단체, 전문가 간담회

16일(금) 영산강 수문개방 현장 조사

18일(일) 물한방울 흙한줌 모임(근대역사기행/ 군산)

20일(화), 28일(화) 업사이클링 주민리더교육(농성동)

22일(목) 책읽는 강연회(윤구병-꽃들은 검은꿈을 꾼다)/영광4호기 CLP부식관련 성명

24일(토) 모래톱 정기모임(영산강 느러지 답사)

26일(월) 전국환경연합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

27일(화) 용용C 정기모임

29일(목)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추진단 회의

7
5일(수)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운남초, 만호초)

6일(목) 집행위원회 / 중앙공원지키는시민모임 회의(7/19, 7/25, 8/1, 8/15)

7일(금) 영산가 수문개방 현장조사

11일(화)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 / 용용C 프로그램 개발 회의(7/25, 8/10)

        / 용용C 2기 양성교육(~8/8) / 해외 지속가능발전 연수(~7/19)

12일(수) 책읽는 강연회(풍암동행정복지센터) /밝은삶 맑은터

13일(목)~14일(금) 전국활동가수련회 

14일(금)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민간 워킹그룹 회의

18일(화)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간담회 /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20일(목) 물관리 일원화 반대 자유한국당 규탄 성명

21일(월) 쓰레기 취약지점 화단조성(농성1동)

22일(토) 두물머리 하천교실(7/29, 8/5) / 보 수문개방 촉구 서명운동, 캠페인

23일(수) 모래톱 하천식물교육

24일(목) 자연지기 10호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 현장 조사 (~ 8월)

25일(금)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결성식 /비닐봉투 자발적 협약 이행 조사(~8/1)/ 브랜

드 사업 추진회의 / <토론회> 영산강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29일(토)~30일(일) 물한방울 흙한줌 섬여행학교(여수 여자도)

8월
1일(화) 영광 한빛4호기 구멍 관련 기자회견, 한병섭 박사 기자간담회 / 음식물쓰레기 모니터

링(~ 8/25)

2일(수) 영광 한빛4호기 건. 영광원전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 참여/시민참여 대기질조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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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안에 대한 입장 전달

4일(금) 신고리5,6호기 공론회 위원회 흔들기 국민의당 규탄 기자회견

5일(토)~6일(일) 어린이 캠프/ 영산강 수질조사(녹조,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8일(화) 민간공원 일몰제 대응 부시장 면담

7일(월)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회의, 신고리5.6호기 대응 회의(8/11)

10일(목) 광산구 박뫼마을 생태습지 정화활동

13일(일)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모집의 공정성 문제 관련 성명

15일(화) 용용씨 모임(7/29) /영산강 녹조 심각 관련 성명

17일(목)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 / 걷고 싶은 도시 워크숍(NGO센터)

18일(금) 중앙공원 지키기 1000인 선언 / 대기환경 시민 강좌(8/20, 8/25, 8/27)

20일(일) 물한방울 흙한줌 모임(지리산구룡폭포)

21일(월) 영광한빛4호기 증기기관 이물질발견 기자회견 /웹소식지‘자연지기 11호’발송

22일(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캠페인(8/29)

24일(목)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영화관람)

26일(토) 탈핵문화제(가톨릭평생교육원)/모래톱 워크숍(쌍봉사)/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29일(화) 자원순환 마을조성 토론회(농성1동 주민센터)

30일(수)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관련 호남지역 워크숍

31일(목) 태양광교실

9월 
1일(금)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추진단 회의

2일(토)~3일(일) 전국대의원워크숍

4일(월) 일회용품 줄이기 브랜든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7일(목)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화학물질 광주시민 인식조사 회의 

9일(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집회(울산)

11일(일)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조사 (~9/28)

12일(화) 신고리 5,6호기 거리캠페인(9/19, 9/26) /용용씨 정기모임(9/12, 9/26)/ 우리동네 

쓰레기 배출현황 조사(~9/28) / 밝은삶 맑은터

13일(수) 화학물질인식조사 기회회의 (9/20) / 중앙공원지키기 모임 운영위 회의

14일(목) 교육위원회 교육센터 길찾기 워크숍 /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 

15일(금) 웹소식지 자연지기 11호 발송

16일(토) 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과 인권(김대중컨벤션센터)

17일(일) 물한방울 흙한줌 – 가을자전거 기행

18일(월)~19일(화) 대기질 조사

19일(화) 시청카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23일(토) 모래톱 영산강 답사, 자원순환 마을 축제(농성1동)/OB모임

24일(일) 자연나들이 – 평촌에서 보물찾기

25일(월) 5대강협의회 발족식 / 화학물질 인식조사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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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토론회/ 신고리5,6호기 거리캠페인 / 민간공원 관련 민관거버넌

스에 대한 입장발표 

27일(수) 영산강 조사 (~ 9/29)

28일(목) 자원순환마을 평가회의

30일(토) 중앙공원지키기 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 거리캠페인/시사모 – 시낭송회

10
10일(화) 용용C 모임 (10/24) /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거리캠페인

12일(목)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13일(금) 하천정화 자원봉사활동(알보젠코리아) 

16일(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브랜드 사업

17일(화) 복개하천 조사

19일(목) 자연지기 12호 발송

20일(금) 편집위원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22일(일) 자연나들이 – 평촌에 보물찾기

23일(월) 흑산공항 계획 철회 및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24일(화) 민관합동워크숍 보고대회/빈용기 반환내역조사 /용용C 모임

25일(수) 환경통신원 정기모임

26일(목) 공원일몰제 관련 3대공원(중앙, 일곡, 중외) 대책 회의

27일(금)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관련 호남지역 워크숍(영광성당)

28일(토)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답사) / 복개하천 조사 (~ 11/9)

30일(월) 시를사랑하는사람들모임 - 시낭송연습

11월 
1일(수)  후원의 밤 행사

3일(공원일몰제 관련 3대공원(중앙, 일곡, 중외) 대책 회의

6일(월) 환경교육센터 준비위원회 회의

7일(화) 자연지기 13호 발송/탈핵행동 회의

8일(수) 흑산도공항 예산 삭감 촉구 성명/환경연합 미래비전 워크숍 참석(발표)/통합물관리포

럼 참석

9일(목)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2017 광주 주요지천 조사 워크숍

10일(금) 4대강 보 확대개방 방침에 대한 환영 논평 /밝은삶 맑은터

11일(토) 양산일곡모임

12일(일) 자연나들이 - 평촌에서 보물찾기, 흑산공항 대응 현장답사

13일(월)~ 보개방 관련 영산강 모니터링 (~11/25) 

14일(화) 용용C 정례모임/빈용기 반환조사(~15일)

17일(금) 용용씨 정례모임

18일(토) 중앙공원 공동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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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일) 물한방울 흙한줌 정기모임(보성강골마을)

20일(월) 자원순환마을 사업 최종보고회 참석(서울)

23일(목) 민긴공원1단계심사, 시민심사단 관련 문제 성명

24일(금) [토론회]영산강 살리기 방향과 과제

24일(금)~25일(토)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임위원, 활동가 수련회(해남)

25일(토) 모래톱 영산강답사(극락교~ 승촌보)

27일(월)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낭송 / 도시교통 상상워크숍

28일(화) ~ 29일(수) 평동천, 광주천, 황룡강 자연도·오염원조사 사후조사

30일(목) 하남산단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결과 발표 

12월 
2일(토) 환경연합 미래비전워크숍(전국 사무총장 선출)

3일(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이사(북동⇒동명동)

4일(월) 고준위핵폐기장 호남권 공동대책위 회의

5일(화)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환영 논평 발표, 탈핵행동 운영위 회의

7일(목)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 악취포집기 빛고을부건아파트 관리실 앞 설치

11일(월) 보개방후 영산강 현황 조사(12/19)

12일(화) 용용C 모임 / 총회준비위 회의

14일(목) 환경교육위원회 교육센터 터닦기 2차워크숍

16일(토)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광주시민햇빛발전소2호 준공식

17일(일) 자연나들이 – 평촌에서 보물찾기 / 물한방울 흙한줌 정기모임

19일(화) 도시지기 워크숍

21일(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이전 입주식 / 영산강 보 개방 40일 경과에 따른 논평 /

2017년 광주전남환경10대뉴스 발표

26일(토) 모래톱 2017년 활동보고 및 송년간담회/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워크숍

29일(금) 총회준비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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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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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 안

[ ]

감사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정관 제15조 제2호에 따라 2018. 1. 10.에 

환경연합의 2017. 1. 1. ∼ 2017. 12. 31.까지 事業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사업 

감사를 위하여, 2017년 정기총회 자료집,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각 자료집, 보고서, 조사결

과집 등 업무보고 서류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에 보고된 2017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 중점사업으로 ① 환경연합 의 

홍보 및 회원 참여의 체계화, ② 탈핵에너지 전환운동, ③ 생태도시 만들기, □ 지속사업으

로 ①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②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③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 브랜

드사업을 순차 제시하였는바, 각 사업계획별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중점사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홍보 및 참여의 체계화] 2016. 12. 31. 기준 회원수는 1,729명이었음에 비해, 2017. 

12. 31. 현재 회원수는 1,802명으로 73명 회원의 純增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2016년 회

비수입(후원금 제외)이 155,951,000원이었다가 2017년에 153,197,000원으로 275만원 

가량 감소한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뿐 아니라 가족회원 62명 ⇒ 63명, 어린이

청소년회원 130명 ⇒ 129명 등 수치에서 보듯, 회원간 활발한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가

족회원 또는 장래 지속적 회원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청소년회원의 정체로 신장세가 없는 

점은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핵에너지 전환운동] 환경연합이 햇빛발전소협동조합에 활동가 및 이사를 파견하여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로 햇빛발전 2호기 건립 성과에 기여한 점은 돋보입니다. 또 올해 실시한 

태양광교실 등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의 이해를 돕고 그 자발적 도입을 유인할 수 있는 교

육 활동은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태도시 만들기]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난개발을 막고 도시공공성 강

화를 위해 개발사업 허가 절차단계에서의 도시계획위원회, 경관‧건축위원회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그 이후 시민모니터링단 교육 활동을 보고하였는데, 위 활동에 관한 뚜렷한 성과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2018년 사업으로 위 생태도시 만들기 사업을 계속한다면, 

도심 속 빈집의 활용 방안, 성공적 활용 사례들과 같이 시민들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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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연속사업, 브랜드사업을 함께 평가하겠습니다.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감사자료로서 ‘복개하천 및 하천자연도 조사 교육자료집’ ‘살기

좋은 영산강 만들기-하천조사 보고서’ ‘2017 잃어버린 도심 물길 찾기 하천자연도조사 

결과’등의 책자를 받아 일별해 보았습니다. 시간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그 내용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기초적이고 의미 있

는 작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이 축적되면 추적관찰의 실증

자료가 될 것이므로 높이 평가합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세방전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발암물질 노출 및 영산강 유역으

로 유출 사고는 산재 영역임과 동시 환경 문제입니다. 위 이슈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와 모니터링으로 관련 지자체의 개선방안 등을 이끌어 낸 점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

자료에 자동차 연소 연기 문제, 마을 석면 문제 등을 보고하였는데, 위 사업을 2018년 사

업으로 지속한다면 위와 같은 자동차 연소, 석면 유해물질 사안에 대한 감시와 관찰 활동

을 모색해 볼만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및 브랜드사업] 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텀블러 사용, 일회용 종이컵 

줄이기 사업,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 등을 보고하였는데, 매우 의미있고 생

활밀착형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주민과 시민에게 정착될 

때, 결국 조직의 홍보 및 회원 확대 등 부수적 효과의 토양이 될 것이고, 위와 같은 순영

향들이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간단한 총평으로 사업 감사를 맺겠습니다.

지난 2017년은 정치적으로 격변기였고 그 대외 환경이 생활밀착형 조직이 되어야 할 환경

연합의 사업 수행에 꼭 우호적이었다고만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집행부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을 무난하게 수행하였고 일정 정도 목표한 성과도 달성했

다고 평가합니다.

소위 적폐를 청산한 촛불혁명의 시민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진보, 시민 정부

가 들어섰으므로 2018년 환경연합의 방향설정이 제대로 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

층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쉬지 

않고 조직 성장과 발전에 매진한 공동의장, 집행위원장, 집행위 활동가들의 노고를 치하하

고 올해도 계속 정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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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문]

- 2017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장부와 현금 및 자산, 통잔별 잔액, 세무 

관련내용, 특별회계 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결산 내역, 전년과 비교 그리고 

몇가지 항목에서 예산 추이 등도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계획과 관리, 집행 등 회계 

운용을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연금 가입전에 적립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등 지난 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도 잘 이행되었습니다. 회계사무소를 통해 세무관련 신고를 비롯한 협력 의

무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입니다. 

- 수입부에서 회비, 후원금, 사업비 그리고 지출부에서 경상비, 사업비의 예산 대비 결산 

실적률은 양호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양상이어서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후에너지 사업이 중점사업임에도 불구하

고, 집행액이 예산 대비 30%가 채 되지 않고, 전년과 비교해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계

획 내용을 예산집행과 사업진척도를 연관시켜 파악하길 바랍니다. 일시 기부금 등 전반적

인 후원금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총 회비수입이 다소라도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

다. 지출부에서 회원사업비가 예산대비 50%만 집행했고, 전년과 비교해서 타 사업부문은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회원사업은 감소했습니다. 회비감소는 회원수 감소와 연관될것입니

다. 회원확대, 회원참여 활성화 등 회원사업을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은 사무실 이사하면서 변화된 여건입니다. 일정 임대료를 매월 지급해야할 상황으로 

지출부문 계획에서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장기발전기금 적립 등 안정적 사무실 공간

을 마련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 바, 차근 차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능한 현금거래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광주환경

연합은 현금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현금 수입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감사 지적사항을 충실히 받아들여 개선한 노력의 결과로 회계운영이 전반적으로 양호합

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시민단체로서 재정건전성, 투명성을 

위해 계속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 15 -

2017년 사업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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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직화사업

사업목적 

- 적극적인 회원참여활동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

- 회원 확대를 통한 조직 건강성 확보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배가활동

- 교육사업과 연계한 회원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및 회원모임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들과의 소통

□ 사업내용 

1. 회원 및 회비현황

1) 회원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명)

회원 수 회비납부방법 회원 수

개인회원(회비 5천원)
1,556 자동이체 1,610

개인회원(회비 1만원 이상)

가족회원 63
GIRO 35

단체,기업회원 13

어린이청소년회원
(2천원~3천원)

129 통장ᆞ직접납부 74

평생회원
(1~2백만원 / 1회 이상)

41 기타 83

계 1,802 계 1,802

2) 회비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원) 12,848,000 12,391,000 12,329,000 12,652,000 12,372,000 12,423,000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원) 13,702,000 12,584,000 12,667,000 12,490,000 14,010,000 12,729,000

* 후원금을 제외한 회비 총액 : 153,1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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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만남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운영

1) 회원확대캠페인

ᆞ기간 : 4월 ~ 7월 (4개월)

ᆞ주제 : 2017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시민 power, 회원 power!’

ᆞ내용 

- 회원위원회 중심으로 회원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회원배가활동 실시. 회원체육대회 날 

발대식을 진행. 시민의 힘, 회원의 힘을 모아 함께 가자는 의미로 캠페인 전개.

- 회원확대 캠페인 기간 총 54명 신규회원 가입(2017년 신규가입회원 : 102명)

2) 회원체육대회

ᆞ기간 : 2017년 4월 29일(토) 12시 ~ 17시

ᆞ주제 : 시민 power, 회원 power!

ᆞ장소 : 광주연초제조창

ᆞ참여 : 회원 120여명

ᆞ내용 : 회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동심을 기르고 회원들 간의 친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 함께 진행

3) 후원의 밤 행사 개최

ᆞ기간 : 2017년 11월 1일(수) 18시 30분

ᆞ주제 : 에너지, 초록을 밝히다!

ᆞ장소 : 동구 운림동 수자타 2층 연회장

ᆞ참여 : 150여명 참석

ᆞ내용 : 기념식, 축하공연, 만찬, 에너지 전환 퍼포먼스. 

3. 회원모임 및 회원위원회

[ 흙한줌]

□ 활동목적 

- 생태문화 답사로 가족단위 회원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환경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함양으로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

□ 활동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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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셋째주 일요일 정기모임 개최, 가족단위 생태답사 진행

□ 활동내용

ᆞ기간 : 매월 셋째주 일요일

ᆞ내용 

- 일회용품 없는 답사, 배움이 있는 답사, 소박하고 공정한 답사(대중교통, 현지맛집) 라

는 목표를 가지고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답사함

- 매월 주제에 따라 담당회원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

- 15개 가족, 약 40명 참여

일 자 장 소 내 용

2 18일(토)~19일(일) 장성 오투스토리 물흙총회, 활동보고 및 계획논의

3월 19일(일) 영광 한빛원전, 구시포 후쿠시마 6주기 탈핵답사

4월 16일(일) 목포신항 세월호 3주년 행사 참여

6월 6일(화) 장성 수해리  농활, 모내기와 새참나누기

6월 18일(일) 군산 근대역사기행

7월29일(토)~30일(일) 여수 여자도 꽃씨볼런투어, 섬여행학교

8월 20일(일) 지리산 구룡폭포 계곡물놀이,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관람

9월 17일(일) 영산강 자전거길 가을자전거기행

10월 22일(일) 남광주역~동명동 도시재생답사, 푸른길 걷기

11월 19일(일) 보성 강골마을 남도의 전통마을과 벌교꼬막

12월 17일(일) 첨단cgv 가족 영화관람(강철비, 뽀로로)

[ 지킴이 모래톱]

□ 활동목적

- 광주천ᆞ영산강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을 통한 하천살리기 

-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활동으로 하천 보전의식 확산

□ 활동개요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광주천, 영산강 답사 및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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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 

- 모래톱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월 정기모임 프로그램 진행

- 영산강과 광주천 지천 답사 및 모니터링, 사진기록, 자료축적

   ᆞ1구간 (샘골 ~ 원지교) 9회

   ᆞ2구간 (원지교 ~ 양유교) 7회

   ᆞ3구간 (양유교 ~ 유촌교) 

   ᆞ4구간 (유촌교 ~ 영산강) 6회

- 어린이 광주천 생태체험 및 교육 (초등생 4회, 청소년 4회, 직장인 1회)

- 주요활동내역

월 주제 내용 이끄미

2월 25일(토) 광주천 답사 제2수원지~샘골답사

3월 25일(토) 영산강 답사 관방제림~면앙정 김희련 회원

4월 22일(토) 광주천 답사 제2수원지~소태천

5월 27일(토) 영산강 답사 느러지 홍기혁 회원

6월 24일(토) 광주천 답사 소태천~양유교

7월 22일(토) 회원교육
하천생물과 

모니터링(식물)
조어진 회원

8월 26일(토) 단합대회, 쌍봉사 이병님 회원

9월 23일(토) 광주천 답사 양유교~상무교 조어진 회원

10월 28일(토) 영산강 답사 나주대교~영산대교

11월 25일(토) 영산강 답사 극락교~승촌보 박행림 회원

12월 23일(토) 회원교육 2017년 송년간담회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시 등 문학작품 소개 및 낭송. 영화 관람 등 문화 예술 감상 활동 

- 매월 1회 이상 모임. 시낭송을 중심으로 활동. 환경연합 행사에서 시낭송회 

- 10여 회원 활동

- 환경연합 주요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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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현황

일 자 장 소 내 용

1월 17일(화) 5.18기록관 총회에서 시낭송

2월 16일(목) 환경연합 사무실 시낭송

3월 16일(목) 환경연합 사무실 시낭송

4월 25일(화) 충장로 삶디자인센터 시낭송

6월 3일(토) 상록미술관 카페 시낭송

7월 5일(수) 충장로 삶디자인센터 시낭송

8월 4일(목) 유스퀘어 CGV 영화관람

9월 30일(토) 동명동 카페 시낭송

10월 30일(월) 환경연합 회의실 시낭송 연습

11월 1일(수) 수자타 3층 후원의밤 시낭송

11월 27일(월) 환경연합 사무실 시낭송

12월 16일(토) 동명동 지음책방 시낭송

[ ]

· : 3월, 4월, 11월
- 정기적으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4월~10월까지 양산일곡회원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활동 진행
- 11월 : 오가피효소담그기 활동 진행

[용용c]

- 매월 정기ᆞ정례 모임 개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 자원순환교육활동 진행 

- 자원순환 시민 강사단 활동중 (2017년 약 100회)

[환경통신원]ᆞ[녹색감시단]

□ 활동목적

- 자동차 매연과, 환경오염 현장 제보와 시정 요구 연중활동

-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캠페인 전개

- 환경연합 회원활동 상시적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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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 : 환경통신원 정기모임 / 활동내용 계획 등 논의

4. 홍보활동 및 조직강화사업

1) 홍보리플렛 제작

ᆞ기간 : 2~3월 중

ᆞ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 최근 활동을 반영하여 홍보리플렛 제작

2) 소식지 ‘밝은삶 맑은터’ 발행 및 발송

ᆞ기간 : 1월 ~ 12월 (총 6회)

ᆞ내용 : 우리 단체 활동과 회원소식을 알리는 회원소식지 결월 발행 및 우편 발송

3) 월간지 ‘함께 사는 길’ 구입 및 발송

ᆞ기간 : 1월 ~12월 (총 12회)

ᆞ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 ‘함께 사는 길' 편집국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로 회원들 중 

구독을 원하는 회원에게 매달 발송

4)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ᆞ기간 : 1월 ~ 12월 (총 13회) 

ᆞ내용 : 

활동소식, 공지사항, 전국의 환경이슈 등을 회원에게 알리고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활동을 

회원들에게 전달함. 별도로 웹 메일 형태의 주요행사 안내 메일 수시 발송

5)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운영

ᆞ기간 : 연중

ᆞ내용 : 활동소식 및 활동자료를 회원 및 시민과 공유하기위해 SNS, 홈페이지 등 활용 

□ 사업평가  

- 신규회원 수는 작년과 비슷한 반면 전체 회비수입은 다소감소. 전반적 정체 추이. 회원

확대와 더불어 기존 회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소통방안 강구 해야 함.

- 신입회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 신입회원에게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소개하고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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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회원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회원사업 기획 중 

- 회원확대캠페인을 통한 회원확대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 회원확대를 위한 단기, 중장

기 계획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회원확대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회원확대 방안과 병행

할 수 있는 새로운 회원확대방안 수립이 필요

- 회원 참여사업, 지역모임 활성화 등 회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였으나 대

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몇몇 계획들이 미실시 되거나 성과를 이루지 못함.

- 회원확대와 홍보를 전담할 팀 구성이 필요.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지도위원 모임]

1. 집행위원회

-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 재정, 인사, 홍보 등 위원회 참여. 사무실 이전 등 특별위원회 구성   

2. 자문회의

· 일시 : 1월 6일(금) / 4월 6일(목)

· 장소 : 북동가든 및 사무실

‧ 내용 : 고문단 및 임위원 연석 회의, 환경연합 운영과 사업 보고 및 향후 방

향 논의 

3. 광주환경운동연합 OB모임 

․ 일자 : 3월 7일(화)/ 6월 13일(화) / 9월 23일(토)

․ 성원 : OB모임회장 이근우고문외 전 임원, 활동가 

․ 내용 : 약 분기별 1회씩 친목도모와 환경연합 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모임 

진행.  지역 환경이슈 등 다양한 의제 공유 및 소통.

4.각 위원회

-회원위원회(회원확대, 체육대회 등), 재정위원회(후원의 밤 등), 인사위원회

(신규활동가 채용), 편집위원회(밝은삶 맑은터)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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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 ]

□ 사업목적 

- 시민이 직접참여하여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사업개요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설 및 2호기 전설 추진활동

- 광주햇빛협동조합 활성화

□ 사업내용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 2호기 건립 

 가.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

  - 일자 : 2월 22일  

  - 장소 : 광주그린카진흥원 옥상(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5)

  - 규모 : 100kw

  - 2017년 발전용량 : 

 나. 광주시민햇빛발전소 2호 설립

  - 개요 : 한국에너지재단 공모사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은 태양광발전소 전력 판매금으로  사회공헌 사업 진행

  - 준공 : 2017년 12월 16일

  - 설치장소 : 지혜학교 기숙사 옥상(광산구 내등길 16)

  - 설치용량 : 20kw

2. 조합활동

 가.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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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장소 주제

4월 22일 5.18 민주광장

지구의날
-태양광발전 핸드폰 충전 태양열조리
기, 태양열온풍기 등 재생에너지, 적정
기술 소개

5월 17일 5.18 민주광장 5.18 전야제 체험부스 운영
-태양광발전, 적정기술 홍보

10월 28일 광주교육대학교 ESD 교육체험 한마당
-태양광 발전 홍보

 . 햇빛탐방단

일자 장소 주제

3월 27일 광주지역 재생에너지 
설치장소

- 햇빛찾아 삼만리
- 탐방후기 작성, 온라인 공유

4월 13일 녹색에너지연구원
증도

- 햇빛찾아 삼만리
- 탐방후기 작성, 온라인 공유

6월 1일 서울 그린투어 - 햇빛찾아 삼만리
- 탐방후기 작성, 온라인 공유

 

다. 태양광교실

 - 목적 : 기후변화대응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이해와 

세부 설치방안 교육

 - 일자 : 8월 31일 10:00~17:00

 - 장소 : 광주시청 행복나눔드림실

 - 참가인원 : 광주시민 50여명

 - 내용 : 태양광 원리의 이해, 태양광발전소의 이해, 설립방법, 햅동조합 이란?

라. 조합원교육

  - 일자 : 7월 5일(수)

  - 장소 : 광주청소년문화의집

  - 내용 : 햇빛탐방단 활동소개,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회 운영보고, 공기청정기 만들기

3. 기타활동

 가. 이사회 : 이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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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 분기별 개최

  - 장소 : 광주NGO센터 회의실 등

  - 내용 :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사항 전반

 나. 실무위원회

일자 장소 주제

6월 14일 아이쿱생협 빛고을센터 - 광주시민햇빛발전소2호 부지
- 조합원의 날

9월 8일 아이쿱생협 빛고을센터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2호 

4.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가.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현황

  - 조합원 :  271명(2017.12월 / 출자금 납부기준)

  - 출자금현황 : 169,400,000원

□ 사업평가

- 시민발전소 설립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델제시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 2호기’준공 운영을 시작하여 활동기반과 지속성을 확보

- 협동조합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경제활동으로 매출이 발생. 경제조직의 기반 마련 

- 조합원의 날, 교육 등 조합원 참여 활동 확대 필요

□ 활동사진

시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 조합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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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에너지 전환운동]

사업목적 

- 공공분야, 민간분야에서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에너지 정책의 대안 모색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계획 마련

□ 사업개요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권도시포럼 개최

-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추진

□ 사업내용

1. 세계인권도시포럼

 - 제목 : 도시에너지, 평화를 지향하는가?‘도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민주주의’

 - 일시 : 9월 16일(토) 13:00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 내용 및 프로그램

<발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과제와 제안 

-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발제2>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해외]

- 안드레아스 뷔그(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토론1> 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과제

- 송희종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

<토론2>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토론3> 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한 제안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토론4> 지역에너지전환 사회적 편익과 제도적 실행방안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 광주전남재생에너지 주민갈등 해결 모색 워크숍

 - 일시 : 7월 18일(화) 14:00

 - 장소 :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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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 :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목포,여수,순천,보성,장흥), 광양녹색

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제기후환경센터,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전라남도

 - 내용 :   1) 재생에너지 국내외 주민갈등사례 발표 

            2) 재생에너지 산업동향

            3)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 사업평가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내 여론을 환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신재생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여론 확대 필요

-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에너지 계획, 정책 수립 필요

□ 활동사진

세계인권도시포럼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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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핵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사업목적 
- 광주전남의 탈해 현안에 대해 연대하는 조직으로써 행동력 강화
- 전국 탈핵행동, 탈핵지역대책위 등 연대를 통해 국내 탈핵에너지정책의 전환기 마련
- 탈핵, 에너지전환운동의 대중화
- 탈핵 시민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 사업개요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 등 전국 연대활동 진행
- 광주전남틸핵행동 운영위회의 정례화
- 탈핵강사양성교육, 탈핵시민교육 등 진행 

□ 사업내용
1. 운영- 정례회의
· 일자 :  2/23, 3/29, 5/2, 7/11, 8/7(대표자, 운영위원 연석회의), 8/18(긴급회의), 9/12, 
11/7
- 매월 한차례 정례회의 개최
- 참여단체 담당자 참여
- 1월~5월, 7월~9월, 11월~12월 회의 개최됨. 
- 광주YMCA,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탈핵신문, 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6-7개 단
체가 중심적으로 참여

※ 기획팀 운영
- 311 후쿠시마 6주기 기억의 날행사 개최를 위한 311 기획단 운영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응팀 운영

2. 현안 대응활동
1)  영광 한빛 안전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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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한빛 철판 부식(4호기) 관련 성명 발표 / 6월 21일
-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구멍 관련 기자회견 및 간담회/ 7월 31일
-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전한가 강연회 및 기자회견/ 8월 21일
- 영광한빛 5호기 콘크리트 보수공사 은폐 성명 발표/ 9월 11일

2)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 캠페인

일자 장소 주제
8월 22일 금남로 우체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8월 29일 금남로 4가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9월 5일 금남로 우체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9월 12일 광주시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9월 19일 운천저수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9월 26일 전남대 후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10월 10일 금남로 우체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

 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 일자 : 9월 9일(토) 15:00

  - 장소 : 울산광역시 일대 

  - 내용 

   1)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2)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탈핵콘서트

  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언론활동

일자 장소 주제

8월 4일 국민의당광주시당 민주적이고 공정한‘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진
행을 위한 기자회견

8월 11일 5.18민주광장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동시기자회견

10월 12일 5.18민주광장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에 
보내는 호소문

3) 탈핵 호남권연대- 고준위핵폐기장 대응활동
- 호남권 탈핵워크숍 진행 
: 5/29, 8/30, 10/27, 영광성당 



- 31 -

: , 영광, 고창, 전북 탈핵단체 공동주관으로 진행
※ 고준위핵폐기장 호남권 공대위 구성키로 함

- 고준위 핵폐기장 대응 TF팀 회의 
: 6/28(영광농민회), 9/15(고창군 농민회), 9/22(고창 여성 농업인센터),9/29(고창 여성농
업인센터) 
: 3차례진행결과를 호남권 탈핵워크숍에 보고

3. 
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
- 서명운동 발대식 / 2016년 10월
- 매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YMCA, 광주전남녹색연합, 사회진보연대 광주지부, 한 살
림, 녹색당, 에코바이크, 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협회 등 참여
- 주 1회 거리 서명운동 / 11월~3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장 등에서 진행
- 광주지역 7,000여명 거리 서명결과를 전국에서 취합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공약화

2) 탈핵 거리 캠페인
- 4/22, 탈핵에 투표하세요. (광주환경운동연합/ 금남로 지구의 날)
- 5/3, 부처님 오신날 탈핵행동(불교환경연대) 
- 5/27, 레드페스타 탈핵부스 운영(광주YMCA)
- 6/29, 탈핵순례(광주전남녹색연합) 

4. 탈핵교육활동
1) 탈핵공부모임 
- 매월 2차례 정례 모임을 통해 탈핵학습기회 및 탈핵강사 역량강화활동 진행
- 오하라즈나키 모임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7-8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함. 
2)광주시민탈핵학교
- 탈핵공부모임 주관으로 3차례 시민강좌 진행함. 
- 9/5, 9/12, 9/19, 광주YMCA백제실
5. 311기억의 날 행사
1) 금남로 탈핵퍼레이드
- 기획단회의 : 2/7 등
- 311기억의 날 : 3/11, 광주금남로 촛불문화제 무대
                 시민 311명의 탈핵퍼레이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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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1기념예배
- 3/10, 광주YMCA, 광주기독연대 주관으로 진행

3) 311기념 강연회
- 3/9,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핵발전소 없는 한국, 그리고 광주는 가능한가?주제로 강연회 개최

4) 기타 지역행사
- 삶디자인센터, 3/9~11, “삶디 지구시민행사- 왜 탈핵일까요?”
- 청소년문화의집, 3/16, “ 이제는 탈핵이다(김익중교수 강연회”

6. 지역 및 전국연대

1) 탈핵지역대책위 
-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준위핵폐기물, 방재대책 등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비정기적인 회의진행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가 있는 영광 탈핵운동단체와 공동으로 회의 참여

2) 핵안전성확보를 위한 영광공동행동
- 영광지역의 탈핵회의에 비 정기적으로 참여
- 3/7 정례회의, 3/21 총회 참여
- 4/24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관련 주민 향응 중단 요구 기자회견 참여 

3) 탈핵도보순례
- 기자회견(1/13, 광주광역시청 앞) 
- 순례 참여(1/13~1/15) - 장병완, 김경진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방문 및 탈핵제안서 전
달
4) 탈핵문화제
- 가톨릭광주대교구와 공동주관의 탈핵문화제 개최
- 8/26, 가톨릭평생교육원
5) 영광탈핵행
- 10/21, 영광 만남의 광장
6) 기독연대 탈핵캠프
- 6/15, 남구 백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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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회 전국 탈핵활동가대회
- 1/20~1/21,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성연수원
- 탈핵공부모임 및 탈핵행동 참여단체 활동가 5인 참여
8) 밀양행정대집행 3주기 참여
- 6/17~18일, 밀양시청 앞, 3인 참여

7.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간담회, 3/28, 삶디자인센터
- 고리 1호기 폐쇄 환영 및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성명, 6/15

□ 사업평가
- 영광한빛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인 대응활동, 시민 
홍보 등이 부족하였음. 
- 탈핵교육의 제도적 확대를 위해 전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등의 사례와 같이 탈핵교육
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호남권 탈핵연대의 초석을 만들고, 고준위핵폐기장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고준위 대응활동 필요함. 
- 2017년 대선에서의 탈핵공약화를 기반으로, 2018년 지자체선거에서 탈핵선언등을 이끌
어낼 수 있도록 함. 

311 6주기 기억의 날 영광한빛 4호기 부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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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영산강 살리기 운동 
[ , 지천 수질보전ㆍ감시활동]

□ 사업목적

- 지천의 현장답사, 정화활동을 통한 하천 살리기

- 시민활동으로 하천보전 의식 확산

- 복개하천 복원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 사업개요

- 광주주요지천 자연도 및 오염원 조사

- 하천관리 사각지대 답사 및 정화활동 전개

- 잃어버린 도심 물길찾기 (복개하천 시민조사)

□ 사업내용

1. 광주 주요지천 자연도 및 오염원 조사

1) 주요지천 자연도 및 오염원 조사 사전 워크숍

ᆞ기간 : 8월 23일(수) 13:30~17:00

ᆞ장소 : 광주NGO센터 학습홀

ᆞ내용  

- 복개하천 및 하천 자연도조사 시민조사단 교육(강사. 최지현_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하천 모니터링 방법론(강사. 조어진_광주환경연합 집행위원)

- 광주광역시 복개하천 현황과 과제(강사. 김종일_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 광주광역시 물순환 도시 전략(강사. 김석준_광주광역시청 생태수질과 과장)

- 하천 조사 조사표 양식 논의 (참여자 전체)   

2) 주요지천 자연도 및 오염원 조사 

ᆞ기간 : 9월 ~ 10월

ᆞ장소 : 광주 주요 6개 지천 (황룡강, 평동천, 평림천, 풍영정천, 대촌천, 광주천) 

ᆞ내용 



- 35 -

- 6개 하천에 대한 자연도 및 오염원 조사 실시

- 조사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

3) 주요지천 자연도 및 오염원 조사 워크숍

ᆞ기간 : 11월 9일(목) 10:00 ~ 12:00

ᆞ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소회의실

ᆞ내용  

- 주요지천 6개 하천에 대한 자연도 및 오염원 조사 결과 보고

- 하천 조사(오염원) 및 조사내용 정리 분석

- 향후 6개 하천 대상 개선안 모색

- 사후 조사 대상 하천 검토 (황룡강, 광주천, 평동천)

3) 주요지천 자연도 및 오염원조사 사후조사

ᆞ기간 : 11월 28일(화), 29일(수)

ᆞ장소 : 황룡강, 평림천, 광주천

ᆞ내용 

- 승촌보 개방(17.11.13) 이후 영산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천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

- 조사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복개하천 시민조사

1) 광주 주요복개하천 실태조사

ᆞ기간 : 10월 ~ 11월

ᆞ장소 : 광주 주요 7개 복개하천 (광주천-양동복개 , 용산천, 용봉천, 서창천, 소태천, 주

남천, 동계천)

ᆞ내용  

- 주요 7개 복개하천의 시점과 종점, 복개구간 내, 외부 실태조사, 복개구간 현황 조사

- 조사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시민교육과 시민조사를 통한 복개 하천에 대한 인식 제고 (향후 도심 복개하천 복원에 

대한 공론화)

- 도심하천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개선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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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교육, 주민조직화]

□ 사업목적

- 영산강, 광주천 등 현장 답사, 정화활동을 통해 시민활동으로의 하천보전 의식 확산

- 하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함

- 시민참여, 주민 조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하천보전 토대 구축

□ 사업개요

- 어린이/청소년 하천교육 및 체험활동

- 하천 보전활동을 위한 시민교육 

□ 사업내용

1. 광주천 생태교육 

• 기간 : 4월 ~ 5월

ᆞ 장소 : 광주천 원지교 일대

ᆞ 내용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고기 채집 및 관찰, 하천의 둔치식물과 수생식물, 수서곤

충에 대한 교육

ᆞ 참여 : 광주남초등학교(80명), 새별초등학교(120명), 율곡초등학교(70명)

2. 청소년 대상 하천교육

1) 용봉중 생태체험학습

ᆞ 기간 : 5월 17일(수)

ᆞ 장소 : 영산강 일원

ᆞ 참여 : 용봉중학교 3학년 7개반 (173명)

ᆞ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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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내 용

영산강 발원지 

(가마골 ~ 용소)

‘용이 날다! 용소, 영산강 시원지를 찾아서’

가마골 용소 ￫ 용추폭포 ￫ 시원정 ￫ 구름다리 ￫ 생태놀이

영산강 

(담양 관방제림 ~ 면앙정)

‘옛 정자에서 하늘을 베게삼아 숲을 노래하다’

관방제림 탐방, 영산강 생태해설, 면앙정 문화해설, 시짓기

영산강 

(용산교 ~ 담양습지탐방센터)

‘영산강 허파, 담양습지를 만나다’

담양습지 ￫ 관찰데크 ￫ 영산강 ￫ 수질측정체험 ￫ 담양습지해설

영산강 

(극락교 ~ 승촌보 자전거)

‘물의 끝은 다시 강의 시작 - 영산강에서 아침물을 만나다’

하수처리장 ￫ 영산강합류점 ￫ 극락교 ￫ 승촌보 ￫ 지석강합류점

나주ᆞ영산강 역사와 문화
‘천년도읍지 나주, 영산강 문화’

양암바위 ￫ 제창마을 ￫ 마한문화 반남고분 ￫ 영산강 주민이야기

2) 하천교실

ᆞ 기간 : 7월 22일(토), 29일(토), 8월 5일(토)

ᆞ 장소 : 원지교, 녹동교, 상무교 일원

ᆞ 참여 : 광주지역 중고생 90여명

ᆞ 내용

일 자 장 소 내 용

7/22
동구 소태동 원지교

(광주천 상류)
물고기의 이해, 수생식물의 기능과 역할, 하천정화활동, 광주
천 수질측정 및 기록

7/29
동구 월남동 녹동교

(광주천 상류)
수서곤충과 하천생태계 이해, 저서생물의 종류와 특징 탐구, 
하천정화활동, 광주천 수질측정 및 기록

8/5
서구 치평동 상무교

(광주천 하류)
둔치식물의 이해, 생태계교란식물(돼지풀, 가시박, 도깨비가
지)제거, 하천정화활동, 광주천 수질측정 및 기록

3. 직장인 대상 하천교육

ᆞ 기간 : 10월 13일(금)

ᆞ 장소 : 서구 치평동 상무교 일원

ᆞ 참여 : 알보젠코리아(광주) 임직원 13명

ᆞ 내용  : - 광주천 시설과 구조물, 펌핑수가 광주천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 교란식물 (돼지풀, 가시박) 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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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룡강 지킴이 교육 

  · 기간 :  5월 25일 ~ 6월 29일 (총6회)

  · 장소 : 황룡강 오투스토리, 황룡강 일대

  · 참여 : 장성 주민 25명. 수료 20명

  ·  교육내용 및 강사

일자 주제 강사

1강 5/25(목)
오리엔테이션 최지현(광주환경연합)

기후변화와 환경 / 기후변화와 물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2강 6/1(목) 주민 참여형 하천보전활동 최지현(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3강 6/8(목) 하천 이해 / 황룡강 습지에 대하여 양해근(환경과재해연구소 소장)

4강 6/15(목) 황룡강 모니터링 (현장 실습)
조어진(한국멸종위기종야생동식물협
회 위원)

5강 6/22(목)  황룡강 저서생물 이해 함순아(동강대학교 교수)

6강 6/29(목)
황룡강과 문화_황룡강유역 문화유
산, 역사인물 이해

김채림(장성 문화해설사)

7/7(금) 수료식 / 평가 및 후속 계획 협의

- 황룡강지킴이 교육 수료생, 하천조사 및 지역 하천문제 지자체에 개선 요구 활동

□ 사업평가

- 어린이와 청소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

- 꾸준히 어린이교육,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강사와 보조강사의 육성 필요.

-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상시적 하천보전활동 토대 마련

□ 활동사진

5월 12일(금) 남초등학교 광주천 체험학

습(원지교) 
7월 29일(토) 두물머리 하천교실 (녹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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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속 대응 - 영산강 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 운동]

사업 목적 

-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환경으로 변화, 악화된 영산강 모니터링과 대안 모색

-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을 비롯한 하천 난개발 저지 

- 4대강사업 재평가 및 재자연화 정책화, 물관리일원화 및 통합물관리 제도화 촉구

-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등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한 공론화 및 강 살리기 시민참

여 조직화

□ 사업 개요

- 4대강사업  준설 및 보건설로 영산강의 생태환경 변화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

- 영산강을 되살리는 방안모색과 실현을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

- 정부의 4대강 보개방 방침에 대한 입장표명 등 보 전면 개방 요구 활동

- 녹조, 수질, 퇴적토, 생태환경 등을 조사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

- 물관리일원화를 촉구 및 협력 활동 

- 영산강 재자연화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 조직 

□ 사업내용 

1.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 일자 : 3월 22일 

 · 내용

  - 정부 세계물의 날 행사에 맞춰, 영산강 수질악화 녹조 문제를 알리며, 4대강사업 심

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포퍼먼스 진행

 -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 참석 기념행사에 맞춰 피켓팅

2. 영산강 조사사업

 · 기간 : 2월~12월(연중) / 총 25회 조사

 · 내용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생태, 환경 변화 조사 및 기록

  - 영산강 녹조 등 수질 및 실태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생태, 환경 변화 조사(상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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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문개방 전후 비교

  -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3. 영산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

  1)토론회_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변화와 과제, 영산강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일시 : 7월 25일(화) 오후2시

 ·장소 :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실

 ·내용 : 4대상사업과정과 현재의 영산강 진단. 호소환경으로 변한 영산강 문제 인식, 물

이 흐르는 강으로의 복원 과제와 방향, 광주시와 전남도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주제발표

▫4대강사업 문제와 대안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영산강 수생태 실태와 제언 _ 녹조문제를 중심으로 

  : 신용식 교수(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

▫하구둑 개선을 통한 영산강 살리기 제언

  : 전승수 교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정토론

 ▫박철웅 교수(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종일 실장(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김인수 과장(전라남도 환경관리과)

 ▫김석준 과장(광주광역시 생태하천수질과)

 ▫최지현 사무처장(광주환경운동연합) 

 ▫우승희 의원(전라남도의회)

◼사회 :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 참석 : 유관기관 관계자, 광주전남 시민 등 50여명/연인원 100여명

  2) 토론회_영산강살리기 방향과 과제 

    · 일시 : 11월 24일(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NGO센터 7층 자치홀

    · 내용 

◼ 사회 : 최낙선(시민생활환경회의 센터장)

◼ 주제발표

 ‘영산강 살리기 방향과 과제’ _ 이성기 교수(조선대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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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 이만실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

의회 회장)/▫ 임수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김정완 (영산강 모니터링)/▫ 
홍기창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조사국장)/▫ 조어진 (한국멸종위기야생

동식물보호협회 부회장)/▫ 홍기혁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회장)/▫ 양해근 (환경과

재해연구소 소장)

  3)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 워크숍

  ·일시 : 12월 26일(화) 오후2시

  ·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

  ·내용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시민의 힘으로’를 주제로하여 개최. 영사강재

자연화시민행동결성과 후속 활동 모색 토의

◼ 발표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 구성과 향후 계획(최지현 사무처장)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박철웅 전남대학교 교수) 

4. 영산강 실태 홍보

 · 기간 : 연중

 · 내용 :  4대강사업 이후의 영산강의 현장 사진 기록, 온라인 홍보 등

- 영산강 실태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6/12, 8/12, 8/15, 10/11, 12/21)

- 서명운동 및 사진전  (8/22)

- 본래의 아름다운 우리강의 모습, 대안적 복원 기대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5. 물관리 일원화 촉구 및 통합물관리를 위한 연대 활동

- 수질 및 생태는 환경부, 수량 및 수자원과 방재는 국토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행정으로 

중복투자, 물하천관리 비효율, 난개발 야기 등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물하천 관리가 이루

어지 못한 한계가 컷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방향을 정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함. 이에 대한 대응활동. 성명서발표, 토론회 개최 및 참여

- 물관련 정부 산하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일원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포럼에 참여 

6. [연대]5대강유역보전협의회 창립 

 · 일자 : 9월 25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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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자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5대강유역보전협의회 창립

- 2014년부터 논의 절차를 거쳐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한강, 금강 유역 강살리기운동 

단체들의 협의체 구성

- 광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네트워크 회원 단체 참여

7. [연대]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연대 활동

1) 제 12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2) 제9회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3) 운영위원회 

□ 평가

- 4대강사업 저지운동에서부터 현재까지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강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결과, 새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결과를 이끔.

- 대선을 앞두고 기초지자체에서 영산강 친수구역개발 등을 요구, 이에 대한 저지활동을 

전개함.  하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감대 확산

- 통합물관리, 물관리일원화 또한 새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 지속적인 물하천 시민운동

의 성과임. 다만 국회에서 통합물관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 후속 활동

이 요구됨.  

- 바람직한 하천살리기 복원 방향에 대한 공론화,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와 

지속가능한 하천에 대한 촉구, 인식확산 노력.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운동 필요. 향후 지역사회 및 전국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 

영산강복원  토론회 영산강 답사. 수문개방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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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육 

사업목적 
-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체계화된 환경교육 구축
- 회원, 시민들과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를 소통하고 공유함. 
- 교육을 통한 반성과 실천, 지속가능한 삶으로 전환

□ 사업개요 
- 환경현안과 소통하고 싶은 환경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민강좌 개최
- 역량있는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양성

□ 사업내용
1.  시민, 회원 참여강좌
1) 시민환경포럼
·일시 : 3월 9일(목) 오후 7시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주제 :  “핵발전소 없는 한국은 가능한가? 그리고 광주는??”-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어떻게 잡을 것인가? - 
- 강사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참여 : 20여명의 회원 참여

2) 책읽는 강연회
○ 8차 책읽는 강연회 - 꽃들은 검은 꿈을 꾼다. 
·일시 :6월 22일 오후 7시
·장소 : 햇살마루 도서관
- 강연자 : 윤구병선생님
- 회원 및 마을 주민 50여명 참여
○ 9차 책읽는 강연회-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일시 : 7월 12일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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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풍암동 행복나눔복지센터 
- 강연자 : 공선옥작가
- 회원 및 마을 주민 40여명 참여
※ 하반기 강연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기획되었으나 취소됨. 

2.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
기간 

- 상반기 ‘평촌에서 살아남기’(4월 ~  7월, 4회), 캠프 1회

- 하반기 ‘평촌에서 보물찾기’(9월 ~ 12월, 4회)

ᆞ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일원

ᆞ내용 : 자연놀이, 자연체험활동

- 참여인원 : 초등학생 28명 x 9회

- 세부프로그램

자 주 제 내 용

상반기

나들이

3/26 오리엔테이션 상반기 프로그램 안내, 오리엔테이션, 마을 둘러보기

4/9 길 찾기 자연물을 이용한 나침반 만들기, 지도 그리기

5/14 도구 만들기 자연물로 농기구 만들기, 나물로 요리하기, 공동체 놀이

6/11 불 얻기
불에 대한 퀴즈, 다양한 도구로 불 피우기, 불 그림 그

리기

7/9 물 얻기 자연에서 깨끗한 물 얻기, 얻은 물로 밥 짓기

여름 캠프 8/5~6 캠 프 1박 2일 여름 캠프

하반기

나들이

9/24
마을에서 

보물찾기
평촌마을 둘러보기, 가을 풀꽃놀이

10/22
들에서 

보물찾기
볏짚놀이, 새끼줄을 꼬아 놀이도구 만들기

11/12
충효동에서 

보물찾기
광주호 맹그로브 관찰하기, 비오톱 생태체험

12/17
겨울 산에서 

보물찾기
겨울 산에서 놀기, 산가지놀이,  인절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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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용용C운영
1)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용용C정기모임
·일시 : 매월 둘째주, 넷째주 정기모임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 1월~6월까지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쓱쓱 싹싹 잘

먹겠습니다. 등 5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용용씨 2기 양성교육
·일자 : 7월 11일 ~8월 8일, 화, 목 8회 교육
·장소 :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실 및 환경현장 일대
- 2016년 용용씨 1기 양성에 이어, 2017년 2기 13명을 모집하여 양성
- 2017년 하반기에 자원순환교육 활동 진행

3) 자원순환교육활동
·일자 : 6월~12월
·장소 : 광주지역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농성2동 주민센터, 용봉중학교 등
- 자원순환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에 맞춰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  남구청, 북구청, 시민생활환경회의 등과 협력을 통해 자원순환교육 활동 확대

4) 자원순환홍보활동
·일자 : 연중
·장소 : 광주시내 일원
- ESD 환경교육한마당, 기후전시회, 푸른광주의 날 등 각종 환경홍보부스 운영시 자원순

환활동을 알리는 부스 운영
- 교대부속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축제에 참여,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순환홍보

활동 전개

□ 사업평가
- 2017년 준비를 통해, 2018년 창립을 계획하였으나 하반기 조직의 확대를 충실하게 진

행하지 못함. 
- 임원, 회원들에게 환경교육센터의 비젼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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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목적 
-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지속화를 위한 부설기관으로 환경교육센터 창립 준비
- 지역내 환경교육 전문가 및 시민활동가들을 참여확대
-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의 창립을 통해 조직의 확장

□ 사업개요 
- 환경교육위원회의 환경교육센터 준비위원회로 개편
- 환경교육센터 창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사업내용
1.  환경교육센터 준비위원회 운영
- 교육위원회 회의 : 7차 2.7/ 8차 3.14 /9차 4.11/ 10차 6.5/ 11차 7.17
- 환경교육센터 준비위원회 회의 :  11/6(1차)

2. 워크숍 
1) 왜 우리는 환경교육센터를 고민하는가?
·  일시 : 3월 14일(화) 오후 7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발제자 : 차수철(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 환경교육센터 건립과정 및 내용에 대한 경험 공유
2) 길찾기 워크숍
·  일시 : 9월 14일(목) 오후 7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환경교육센터 계획에 대해 임원, 회원들에게 보고, 토론하는 자리

3) 터닦기 워크숍- 환경교육의 길을 묻고 함께 답하다. 
·  일시 : 12월 14일(목) 오후 7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발표자 : 김창수(지혜학교 이사장)
- 광주환경교육센터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안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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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  일시 : 10월 20일(금) 11:00~14:00
·  장소 : 상무지구 커볶
- 장미정(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의 환경교육센터 준비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사업평가
- 2017년 준비를 통해, 2018년 창립을 계획하였으나 하반기 조직의 확대를 충실하게 진

행하지 못함. 
- 임원, 회원들에게 환경교육센터의 비젼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였음. 

강연회 용용씨 2기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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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기여
-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 환경문제 공론화

□ 사업개요 
- 대기질(초미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함. 
- 조사, 토론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홍보와 적극적인 정책도입 촉구 

□ 사업내용
1.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리빙랩
 · 기간 : 2월 ~ 5월
 · 내용 : 초미세먼지 앱(미세몽지), 정화제품(마스크), 미세먼지 정화용 공기청정기 성능, 

개선점평가 모니터링 운영 및 결과분석_광주과학기술원

2. 광주 미세먼지 전문가 심층조사

 · 기간 : 3월 14일(화) ~ 24일(금)

 · 대상 : 미세먼지관련 행정공무원, 전문가, NGO, 관련활동 시민, 관련 기업 등 21명

 · 내용 :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
을 얻기 위한 설문 표본 설계, 항목 개발하여 심층면접과 델파이조사 
실시

3. 광주 미세먼지 개선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 4월 20일(목) 14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
 · 내용 :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홍보 강화방안 논의

4.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4월 20일(목) 13시/ 광주시청
· 내용 : 미세먼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방독면 퍼포먼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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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세먼지 T/F팀 회의
· 일시/장소 : 5월 15일(월) 14시/ 광주과학기술원
· 내용 : 시 기후변화대응과, 국제기후센터, 광주과기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 미세
먼지 대응 신규사업개발 논의

7. 대기환경 시민강좌 ‘숨이 트인다.’
· 일시 : 7월 18일(화), 20일(목), 25일(화), 27일(목) 14~16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내용 : 미세먼지, 황사, 실내공기질 등 대기환경 실태와 관리현황 교육 

8.  시민참여형 NO2 대기질 조사 
 · 일시 : 7월 18일(화)~3일(목), 9월 18일(월)~19일(화) 
 · 장소 : 광주 도시 주요도로, 학교 앞 등 100지점
 · 내용 : 학교 앞, 교통 혼잡지역, 주택 등  주요 거점 대기질 조사(연속활동), 광주시 대

기질 측정망 자료 등을 활용, 대기질 개선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모색

9. 기아자동차 악취방지협의체 간담회
 · 일시/장소 : 11월 15일(수) 14시/ 광천동 주민센터
 · 내용 : 기아차 악취 민원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악취포집기 설치 : 12 7일(목) 부건빛고을 아파트 관리실 앞

□ 사업평가
-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인식제고
- 행정, 전문가와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안 및 네트워크 구축
- 동일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대기질 조사를 실시, 분석하여 지역대기현황 파악 및 활용하
고, 특히 대기질 취약 학교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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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응]
□ 사업목적 
-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등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지속
적인 대응 필요  

□ 사업개요 
- 살균제 참사 대응 

-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및 공론화

 □ 사업내용 
1.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발표 및 홍보

  · 일시 : 1월 26일(목)-보도자료 배포 

  · 내용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발표 및 대응촉구, 각종 언론홍보활동 

2. 하남산단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 활동 

1)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팀 구성 및 운영

  · 일시 : 9월 13일(수), 11월 9일(목)

  · 내용 : 담당 공무원, 국제기후환경센터, 근로건강센터, 주민대표 참여, 유해화학물질 

관리개선 방안 논의 및 인식조사 설계

2) 하남산단 주민·노동자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 기간 : 9월 18일(월)~29일(금) 

  ∙ 내용 : 하남산단 주변  주민 338명, 노동자 120명 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광주시 정책 및 시민사회활동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 결과보도 : 11월 30일(목)



- 51 -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목적 

- 자원순환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단위 실천조직 양성
- 실태·인식조사, 각종 실천활동 및 행사를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 자원순환 중요
성 인식확대 및 시민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이면지 활용을 중심으로 교내 자원순환 문화 정착유도
 - 교내 쓰레기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대학생, 교직원 역할분담을 통해 구성원 전체가 참

여하는 참여형 자원순환대학 모델 구축

□ 사업내용 
1. 사업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 일시/대상 : 4월~10월(매월 상시회의)/ 지자체,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 10인 
· 내용 :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TF팀 구성, 협력체계 마련, 추진과정에서의 평가 및 개선

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2.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부스
· 일자/장소 : 5월 2일(화), 17일(수), 21일(일), 9월 23일(토)/광주교대부설초, 금남로 등
· 대상 : 광주시민 600명, 초등생 400명
· 내용 : 캠페인,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등 다양한 참여활동 전개로 시민의식 제고

3. 분리배출 현황조사 및 재활용 인식조사
· 일시 : 6월 15일(목)~29일(목), 9월 14일(목)~23일(토) 
· 대상 : 사업대상 마을 인근 쓰레기 배출지점, 시민 200인 
· 내용 :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를 통한 마을 내 분리배출 취약지점 현황 및 재활용 시민인

식 파악으로 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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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
· 일시 : 5월 20일(토)~7월 11일(화), 4강
· 대상 : 대상 마을 주민, 관심 있는 시민 등 40여명
· 내용 : 테마별 업사이클링 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이해확산, 마을단위 실천조직 구성  

5. 쓰레기 취약지점 환경조성
· 일시/대상 : 7월 21일(금) 9~12시/ 농성1동 쓰레기취약지점
· 내용 : 마을 특성을 활용한 캠페인, 화단 설치 등으로 쓰레기감량 유도

6. 자원순환 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 일시/장소 : 8월 29일(화) 14~16시/ 농성1동 주민센터
· 대상 : 지자체,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 40여명
· 내용 :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례 및 분리배출 현황, 재활용인식조사 결과 공유, 주민참여 

토론을 통한 다양한 실천방안 도출 

7. 우리동네 자원순환 PARTY
· 일시/장소 : 9월 23일(토)/ 농성1동 주민센터
· 내용 : 사업대상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순환 마을행사 개최. 참여부스 운영 및 자

원순환 교육피켓 전시·홍보, 업사이클링 제품제작 및 전시, 플리마켓 운영  

□ 사업평가

 -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마을 모델 구축
 - 다양한 교육·홍보와 쓰레기 취약지점 대상 환경조성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쓰레기배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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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쓰레기배출 취약지점 화단조성 자원순환 마을 조성 토론회

[ 조사, 정책 대응]
□ 사업목적 

- 쓰레기배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및 취습수수료 지금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현장조사(일회용 컵, 비닐쇼핑백)

- 음식물쓰레기 현장모니터링 및 정책토론회

-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비대상혼입율 조사

- 빈용기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금에 관한 실태조사

□ 사업내용 

1.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현장조사

· 기간 : 9월 11일(월)~28일(목)

· 대상 : 광주시내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31지점

· 내용 : 다회용품 사용권유, 분리배출 등 사전조사 및 공개조사 

2. 1회용품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자발적 협약 현장조사

 · 기간 : 7월 17일(월)~8월 3일(목)

 · 대상 : 광주시내 대형마트, SSM 12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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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비닐쇼핑백 사용·판매 여부, 홍보물부착, 자율포장 방법 등 현장조사

3.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장모니터링

 · 기간 : 8월 1일(화)~25일(금)

 · 대상 : 음식물쓰레기 배출 20구역(단독주택 10길, 식당가 10길) 

 · 내용 : 종량제 납부필증 사용여부, 배출환경, 분리배출 현장조사

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화 활성화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 9월 26일(화) 14~17시 / 광주NGO센터 자치홀

 · 내용 : 광주 음식물쓰레기 현황공유, 종량제와 자원화 활성화방안 논의

5.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

 · 기간 : 6월, 8월, 9월, 11월

 · 대상 : 광주 전남 지역의 조사대상 제조사 물류센터

 · 내용 :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보해양조 등 광주·전남의 주요 제조사 물류센터를 방문

하여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를 연 4회 실시함

□ 사업평가 

- 2017년 인상된 빈용기보증금 적용실태 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쓰레기배출, 일회용품 사용,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회수실태 등을 조사

[브랜드사업-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
1. 브랜드사업위원회 회의  
· 기간 : 5월~12월(매월 상시회의)
· 대상 : 청년, 외국인, 전문가, 카페주인 등 10인 
· 내용 :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업 논의 및 역할분담

2. 시청카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 기간 : 8월 16일(수)~18일(금),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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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1층 커피 볶는 집 카페
· 내용 : 전체 판매량 중 일회용 컵 사용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추후 해당카페 브랜드와 
공동캠페인 계획 

3.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 기간 : 9월 15일(금)~12월 15일(금), 3개월
· 대상 : 광주시민 20명
· 내용 : 3달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도전참여단을 모집하고, 발대식, 수료
식 진행. 활동수기를 올려 SNS홍보(65건) 및 언론보도(※기사 6건, 라디오 1건, 방송 4건)

4. 일회용품 없는 홈/오피스 인터뷰 
· 기간 : 9~11월
· 대상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카페, 사무실 등 5곳
· 내용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가정, 사무실대상 인터뷰 및 홍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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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

사업목적 

- 도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만들기

-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

- 도시의 막개발이 아닌, 재생을 바탕으로 한 도시 관리로 전환

□ 사업개요 

- 도시교통,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방식에 대한 공정성, 공공성 감시

- 민선 7기의 도시정책 방향 수립 제안

□ 사업내용

1.  도시개발 심의위원회  감시활동

1) “광주;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보고서 발간

·일자 : 4월

·주관 :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패방지 제안서 등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 정보공개내용 등으로 분석

2) 광주시 도시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위배에 대한 성명 발표

·일자 : 3월 29일 - 교통영향개선대책심위원회 운영 규정 위배

-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일자 : 8월 13일- 도시공원위원회 공모 규정 위배 

-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요구

3)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

·일자 : 10월

- 광주시 주요 위원회(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 운영에 대한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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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한 광주 도시지기 양성교육

· 일자 : 12월 19일, 21일(4강좌 진행)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 참여자 : 10여명의 시민

- 도시계획, 경관, 공원, 건축 등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역사와 각 분야별 공공성 우선의 

방안을 학습

- 향후 도시계획과 경관, 공원, 건축 심의 모니터링 활동 진행 예정

3. 도시교통 공공성 포럼

1) 도시교통공공성 포럼 기획팀 운영

· 일자 : 10월~

· 참여자 :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코바이크, 교통방송, 지속협,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도시교통 공공성을 찾기 위한 포럼 주제 선정

- 2018년 정기적인 포럼 개최 계획

2) 상상워크숍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 일시 : 11월 27일(월) 15시~17시

· 장소 : 광주시청 1층 행복회의실

· 내용 : 자동차와 환경문제, 기후문제, 에너지문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론화, 2018년 

도시교통 공공성포럼 준비

4. 민간공원 및 공원일몰제 대응활동

1) 광주 민간공원 추진에 대한 대응활동

· 일자 : 7월 6일 / 기자회견 “윤장현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해법을 찾아라”

· 일자 : 7월 30일 / 성명발표 “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거부한다.”

2) 중앙공원지키기 시민연대활동 및 지역내 연대활동

· 일자 : 7월 25일 /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 결성식

· 일자 : 8월 22일 / 중앙공원 주민 워크숍

· 일자 : 8월 16일 / 1000인선언 - 중앙공원지키기 광주시민 1000인선언 기자회견 

· 일자 : 11월 13일/ 일곡·중앙공원 주민 공동 기자회견 및 도시공원 지키기 포퍼먼스- 

“공원의 미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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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 참여

· 일자 : 10월~현재

-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거버넌스협의회에 참여를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예정인 25

개 공원에 대한 논의

- 민간공원의 공공성 강화방안 논의

4)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워크숍

· 1차 : 5월 19일 / 대전 NGO센터 · 2차 : 7월 29일 / 대전 NGO센터

- 공원일몰제 전국 대응을 위한 논의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전국적 상황공유 및 전국 연

대활동 논의

 

□ 사업평가

- 도시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운영의 비민주성에 대해 알려내고, 일부 개선은 이루어졌

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 도시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도시교통분야의 전문가, 시민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

로 2018년 집중적인 활동 필요. 

-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민간공원 및 공원

일몰제로 인한 해제 공원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공론화의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광주시 정책의 일부변화를 이끌어냈음. 

- 2017년 활동을 기반으로 2018년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활동 필요. 

7월 6일 공원일몰제 정책제안 기자회견 6월 28일 민간공원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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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전국연대

1. 대표자회의 (년 4회 개최)

- 1차 _ 2월 25일(토) 정오12시 / 대전 서구청 3층 대회의실

        : 2017대의원총회 안건 상정건 등  *박태규 공동의장 參

- 2차_ 9월 3일(일) 오전8시 / 제암산 자연휴양림내 숲속 교육관  *박태규 공동의장 參

2. 전국 국처장단회의(격월 개최)

 - 1차 ~ 6차 :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내용 : 주요 전국사업(회원확대캠페인), 지역분담금 운영, 지역지원 등 안건 논의

3. 광주전남 환경연합  임원‧활동가 수련회

 <상반기> 3월 3일~4일(금, 토) / 화순 이서 커뮤니티 센터

 <하반기> 11월 24일~25일(금, 토) / 해남 등대펜션

4. 전국환경연합 대의원 총회 및 워크숍

◼ <총회> 2월 25일(토) 오후 2시 / 대전 서구청 대회의실

◼ <워크숍>9월 2일(토) ~ 9월 3일(일) / 보성군 제암산 휴양림

5. 현안연대 등

◼ 신고리5,6호기공론화 대응  ※기후에너지에서 보고

◼ 난개발 야기하는 토건사업 공약 요구 철회 성명 2.16

◼ 흑산공항 대응 

- 기자회견_흑산공항 계획철회 촉구 및 서면전달 기자회견 10.23, 전남도청 앞

- 현장답사_11.12 

- 성명발표 _흑산공항 백지화 촉구 성명 10.19 / 흑산공항 예산삭감 촉구 성명 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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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및 정책위원회 

- 매월 정례회의 개최. 시민협 운영 및 현안 협의  

-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기획 등

2. 지연현안 연대 활동

 - 박근혜퇴진운동, 도청복원 등 지역 현안 연대 대응활동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5차의제(2017년 ~ 2016년) 실천사업 참여_ 교육, 물하천, 기후대기 분과

- 운영위원회 등 참여

2 25일 전국대의원대회 9월 3일 전국대의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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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정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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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반회계 결산 
ㅎ

 (단위: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결산 항목 결산

이월금 13,573,895 차기이월금 41,909,618

회비

자동이체 146,159,020

경상비

공과금 전화통신비 1,201,820
지로납부 2,490,000 건물관리비 5,608,610
직접납부 1,200,000 구매 소모/수선비/신문 2,711,130
평생회원 0 비품비 944,000

특별(임원)회비 4,260,000
후생복지

매식비 2,427,480
소계 154,109,020 퇴직적립금 8,451,437

후원금
후원의 밤 등 기부금 84,056,100 교육, 활동가공제지원 등 946,620

회보광고 0 보험료 4대보험료 9,581,212
소계 84,056,100 인건비 급여 102,844,54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67,466,401 상여금 15,229,050
교육참가비 8,190,000 경상비소계 149,945,899

소계 75,656,401

사업비

중점사업

환경교육 21,524,237

기타

차입금 10,000,000 탈핵, 기후보호운동 4,656,760

생태도시 40,635,164
임대보증금 50,000,000 광주천,영산강살리기 12,693,999자료대여, 판매 등 150,000 자원순환 19,024,140기타수입/이자 532,374

소계 98,534,300소계 60,682,374

    

회원사업

정기간행(소식지, 월간지) 13,942,380

      홍보물제작,우편, 수수료 5,585,650

      회원모임지원 988,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4,386,950

      홈페이지, 자료실운영 1,223,200

      소계 26,126,180
      조직및 특별사업

정기총회 등 회의 2,595,180
      후원의 밤 3,044,220
      중앙/지역연대 12,909,790
      소계 18,549,190
      사업비 소계 143,209,670

      기타
기타  

차입금 반환 10,000,000
임대보증금 40,000,000

      기타(이사비등) 3,012,603

      기타소계 53,012,603

수입 374,503,895 지출 346,168,172

수입계 388,077,790 388,07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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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예금명세 (단위 : 원)

예금종류 은행 계좌번호 잔액

보통 광주 010-107-30 25,586,700

보통 광주 053-107-30 150,000

보통 광주 001-107-38 0

보통 광주 001-107-38 675,473

보통 광주 053-107-30 10,799,848

보통 광주 001-107-38 1,956

보통 광주 003-107-31 0

보통 광주 001-107-38 632

보통 광주 003-107-31  1,195

보통 광주 053-107-31 923

보통 광주 003-107-31 1,389,240

보통 농협 617-01-14 1,892,318

보통 농협 301-0094- 636

보통 신협 131-004- 45,540

보통 광주 003-107-31 241,879

보통 광주 003-107-31 919

보통 농협 616-01-12 52

보통 광주 003-107-31 44

현금 사무실현금 1,122,263

합계 41,9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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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결산 
ㅎ

■ 장기발전기금 예금명세   (단위 : 원)

은행 기간 금액

신협 150-389-      (2018.04.24 만기) 5,348,296

신협 150-373-      (2018.11.11 만기) 15,718,858

신협 150-377       (2018.10.30 만기) 42,347,795

신협 150-384-      (2018.03.15 만기) 5,340,532

광주 003-130-      (2017.05.25 만기) 20,783,481

합계 89,538,962

 ■ 장기발전기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89,089,031 차기이월금 89,538,962

이자수익 449,931

합계 89,538,962 합계 89,538,962
  

        

■ 출자금 재정 북동신협 110-051-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50,634 차기이월금 51,201

배당금 567

합계 51,201 합계 51,201

                                                 

■ 임대보증금 명세                                     (단위 : 원)

임대인 기간 금액

대광새마을금고 2017년 12월~(2년씩 연장)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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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27,616,063 차기이월금 33,936,240

퇴직금 적립 8,451,437       퇴직금 지급 2,281,645

이자수익 197,596 퇴직연금 관리수수료 47,211

합계 36,265,096 합계 36,265,096

■ 4대보험, 소득세예수금 예금명세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1,057,236 차기이월금 1,736,930

4대보험료(사무실) 9,581,212 4대보험료(사무실) 8,902,398

이자수익 880

합계 10,639,328 합계 10,639,328

■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단위 : 원)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939,834 이월금 351,258

분담금 700,000 잘가라 핵발전소 55,000

호남권연대 분담금 300,000 전국탈핵활동가대회 303,600

후원금(씨튼수녀원) 350,000 311 기억의 날 480,800

결산이자 624 한빛4호기 대응 200,000

호남권 탈핵연대 678,800

총회 221,000

소 계 1,000,000 소 계 1,039,400

총 계 2,290,458 총 계 2,2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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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결산 실적비교]

 (단위 : 원)

지출부
항목 예산 결산 실적 달성(%) 항목 예산 결산 실적 달성율(%)

이월금 13,573,895 13,573,895     - 41,909,618     

회비

자동이체 등 162,000,000 149,849,020 -12,150,980 92%

경상비

공과금,건물관리비 6,240,000 6,810,430 570,430 109%

평생회원 6000000 0 -6,000,000 0% 소모/수선비/신문 1,800,000 2,711,130 911,130 151%

특별(임원)회비 5,040,000 4,260,000 -780,000 85% 비품비 2,000,000 944,000 -1,056,000 47%

소계 173,040,000 154,109,020 -18,930,980 89% 활동가 후생복지 15,771,560 11,825,537 -3,946,023 75%

후원금
후원의 밤, 기부금 70,000,000 84,056,100 14,056,100 120% 4대보험료 8,420,600 9,581,212 1,160,612 114%

회보광고 500,000 0 -500,000 0% 인건비 125,407,590 118,073,590 -7,334,000 94%

소계 70,500,000 84,056,100 13,556,100 119% 경상비소계 159,639,750 149,945,899 -9,693,851 94%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70,000,000 67,466,401 -2,533,599 96%

사업비

중점, 연속 사업 105,000,000 98,534,300 -6,465,700 94%

교육 참가비 12,000,000 8,190,000 -3,810,000 68% 회원 사업 52,540,000 26,126,180 -26,413,820 50%

소계 82,000,000 75,656,401 -6,343,599 92% 조직 및  특별 사업 19,800,000 18,549,190 -1,250,810 94%

기타

차입금상환 0 10,000,000 10,000,000 - 사업비 소계 177,340,000 143,209,670 -34,130,330 81%
자료대여, 판매 등 600,000 150,000 -450,000 25%

기타
차입금 반환 - 10,000,000 10,000,000 -

대여금상환/임대금 0 50,000,000 50,000,000 - 임대보증금 - 40,000,000 40,000,000 -

기타지출 3,020,250 3,012,603 -7,647 100%기타수입/결산이자 286,105 532,374 246,269 186%

소계 886,105 60,682,374 4,203,798 6848% 소계 3,020,250 53,012,603 49,992,353 1755%

수입 326,426,105 374,503,895 48,077,790 115% 지출 340,000,000 346,168,172 6,168,172 102%

수입계 340,000,000 388,077,790 48,077,790 114% 지출계 340,000,000 388,077,790 48,077,79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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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률 비교] 

 (단위 : 원)

지출부
항목 2017 2018 증감 달성률 항목 2017 2018 증감 달성률

이월금 14,736,581 13,573,895 -1,162,686 92% 차기이월금 13,573,895 41,909,618 28,335,723 309%

회비
자동이체 등 151,951,000 149,849,020 -2,101,980 99%

경상비

공과금, 관리비 6,149,665 6,810,430 660,765 111%

평생회원 0 0 0 0% 소모/수선비/신문 1,008,780 2,711,130 1,702,350 269%

특별(임원)회비 4,000,000 4,260,000 260,000 107% 비품비 1,059,300 944,000 -115,300 89%

소계 155,951,000 154,109,020 -1,841,980 99% 후생복지 12,811,790 11,825,537 -986,253 92%

후원금

후원의 밤 등 기부금 59,132,900 84,056,100 24,923,200 142% 4대보험료 7,051,850 9,581,212 2,529,362 136%

회보광고 0 0 0 0% 인건비 113,935,855 118,073,590 4,137,735 104%

소계 59,132,900 84,056,100 24,923,200 142% 경상비소계 142,017,240 149,945,899 7,928,659 106%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58,080,900 67,466,401 9,385,501 116%

사업비

중점, 연속 사업 81,049,080 98,534,300 17,485,220 122%

교육참가비 13,959,600 8,190,000 -5,769,600 59% 회원 사업 32,930,390 26,126,180 -6,804,210 79%

소계 72,040,500 75,656,401 3,615,901 105% 조직, 연대, 특별 사업 18,189,193 18,549,190 359,997 102%

기타 

차입금 5000000 10,000,000 5,000,000 200% 사업비 소계 132,168,663 143,209,670 11,041,007 108%

자료대여, 판매 등 600,000 150,000 -450,000 25%

기타
장기발전기금 17,000,000 0 -17,000,000 -

대여금 상환 /임대금 2,000,000 50,000,000 48,000,000 2500
%

기타지출(임대보증금등) 5,288,400
53,012,603

47,724,203

기타수입/결산이자 587,217 532,374 -54,843 91% 기타소계 22,288,400 53,012,603 30,724,203 238%소계 8,187,217 60,682,374 4,203,798 741%

수입계 295,311,617 374,503,895 79,192,278 127% 당해 지출 296,474,303 346,168,172 49,693,869 117%

수입전체계 310,048,198 388,077,790 78,029,592 125% 지출 전체계 310,048,198 388,077,790 78,029,59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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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수 량 취득년도 구입금액 비 고

96-01-01 잡지꽂이 1 1996 　 기증
98-01-01 월계획 백색칠판 1 1998    50,000 폐기(2017)
00-01-02 회의용  탁자 2 2000 　 폐기(2017)
00-02-01 강의용 백색칠판 1 2000   60,000 폐기(2017)
01-01-11 목재 6단 책장 11 2001   950,000 　
02-01-03 앵글형 책장 3 2002    60,000 
02-02-02 백색 5단 책장 2 2002 　 폐기(2017)
02-03-06 원탁용 접의자 6 2002 200,000 폐기(2017)
03-01-02 키폰 2 2003  560,000 　
03-02-02 책장 철재 유리 책장 2 2003 　 기증
03-03-01 책장형 파일박스 4단 1 2003  140,000 　
03-04-01 원형탁자(소) 1 2003   30,000 폐기(2017)
03-05-01 철재 캐비닛 1 2003 폐기(2017)
03-06-01 팩스 목재 받침대 1 2003   100,000 
03-07-36 파티션 31 2003 1,780,000 폐기(2017)
03-08-03 이동용 책상 3 2003  90,000 
04-01-01 짐수레 1 2004  37,800 
05-01-01 필름 스크린 1 2005  600,000 　
05-02-01 앰프 1 2005  600,000 　
07-01-06 목재  3단 책장 6 2007 1,050,000 
07-03-01 냉난방기(RAS-11) 1 2007 1,100,000 매각

(700,000)　07-04-01 냉난방기(CX-505FX) 1 2007 2,300,000 
07-05-01 냉난방기(CX-355F) 1 2007 1,850,000 
07-06-01 전기온풍기(REH-221S) 1 2007  140,000 　
08-01-01 메가폰 2 2008 　 폐기(2017)
10-01-01 냉온수기 1 2010 　 무상임대
10-02-01 레이저팩스 1 2010 375,000 　
10-03-02 기부금함 2 2010   120,000 　
10-04-02 외장하드(1테라) 2 2010  238,000 　
11-04-02 노트북 1 1 2011 845,000 　
11-05-02 노트북 2 1 2011 845,000 　
11-06-01 레이저 복합기 1 2011  170,000 폐기(2017)　
11-07-01 전기주전자 1 2011  26,600 　
12-01-01 데스크탑+모니터 3 1 2012   750,000 　
12-02-01 노트북  3 1 2012  866,000 　
12-03-01 싱크대, 조리대 1 2012  350,000 재기증
12-04-01 근조기 1 2012   250,000 　
12-05-01 깃발 1 2012    50,000 　
12-06-01 냉장고 1 2012 　 재기증
12-07-01 원목 긴의자 1 2012 　 재기증
12-08-01 프린터기(레이저) 1 2012 　 폐기(2017)
12-09-06 전화기 6 2012 　 기증
12-10-14 목재 6단 책장 14 2012 　 기증
13-01-16 강의실 접이 책상 11 2013 　 재기증
13-02-18 강의실 접이 책상용 의자 37 2013 　 기증
13-03-01 레이저 포인터2 1 2013     60,000 　
13-04-01 복사기(Docu 2508) 1 2013  1,700,000 　

[비품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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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3 사무용 의자 4 2013 　 기증
13-06-04 시스템 업무용 책상 4 2013 　
13-07-03 소파 3 2013 　 기증
13-08-01 소파 테이블 1 2013 　 기증
13-09-02 야외 접이 테이블 2 2013  70,000 　
13-10-01 음향시스템(회의실) 1 2013 　 기증
13-11-01 전동스크린(회의실) 1 2013 　 기증
13-12-02 책상 서랍장 2 2013 70,000 　
13-13-01 태양광 발전셋트 1 2013 485,000 　
13-14-01 태양열조리기 1 2013 220,000 　
13-15-01 회의용 테이블 1 2013 　 기증
13-16-06 회의용 테이블 의자 6 2013 　 재기증
14-01-01 전자저울 1 2013 120,000
14-01-02 데스크탑+모니터 4, 5 2 2014 300,000
14-02-06 시스템 업무용 책상 6 2014 90,000 폐기(2017)
14-03-02 의자2기 2 2014 30,000 폐기(2017)
14-04-06 시스템책상 서랍장 6기 6 2014 60,000
14-05-01 디지털카메라 1 2014 430,000
14-07-01 하드디스크 1 2014 93,820
14-07-02 프린터기(HP 7110) 1 2014 500,000
14-12-30 쌍안경 2 2014 340,000
14-12-31 미니앰프 1 2014 297,000
14-12-31 방사능 측정기 1
15-02-11 외장하드_2TB 2 2015 132,900
15-05-27 사무용 의자 1 2015 203,500
15-05-28 사무용 의자 1 2015 203,500
15-08-25 복합기(MG 3570) 1 2015 112,420 폐기(2017)
15-10-14 카메라 배터리 1 2015 60,000
15-11-07 데스크탑 컴퓨터 6 1 2015 610,000
15-11-07 모니터 6 1 2015 270,000
15-12-29 수중카메라(HERO4) 1 2015 538,200
16-01-06 216000 아름 천공기 1 2016 145,000
16-01-08 외장하드 2TB 1 2016 119,900
16-05-02 회원음성녹음전화기 1 2016 85,400
16-05-27 모니터+데스크탑 컴퓨터 7 1 2016 300,000
16-12-30 팬히터 1 2016 기증
16-12-31 자전거 1 2016 기증 
17-07-07 모니터 (SD300) 2 2017 308,000 기증
17-12-05 사무용 책상 4 2017 200,000
17-12-06 사무용 의자 4 2017 90,000
17-12-15 회의실 책상 12 2017 504,000
18-01-01 세절기(PK1003CD) 1 2018 133,500 기증
18-01-02 컬러레이져복합기(CP115W) 1 2018 180,600 기증

18,5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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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직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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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위원 선임 및 사무처 안 

■ 고문  : 정철웅, 전홍준, 정구선, 안행강, 송인성 성진기, 이근우, 임낙평
감사 :  김정민 (임기중), 김상훈 (임기중)

■ 공동의장  : 이정애(*임기만료) 이인화(*임기만료) 박태규(임기중) 
              ※신임 의장 : 최홍엽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박태규
 - 당연직    :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국장, 회원모임 대표>

    기후보호포럼_ 차인수/
     물한방울 흙한줌_ 국윤주/
    광주천지킴이 모래톱_ 홍기혁/
    환경통신원_ 이영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_ 송형일/
    용용C - 신민정/
    사무처장_ 최지현/
    정책실장_ 이경희                  

 - 선임직    : 박덕희, 정순일, 조어진, 조영태, 김홍숙, 박병섭, 
               박종성, 김태형, 곽민섭, 선종덕
   ※신임(안) : 조만형(동신대 행정학과 교수), 추장훈(변호사), 이채연(전 활동가)

■ 사무처    
  - 사무처장(최지현) *임기중 / 정책실장(이경희) / 팀장(김종필) / 간사(정은정, 
나동환)   

■ 부설기관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_ 이사장(조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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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계획 안

- 77 -

2018년 사업계획 안

사업기조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운동(시민권력 시대) 

-  우리의 삶터를 변화시키는 운동(생태민주주의 실현)

-  전문기관 활성화(전문성, 대안 운동 강화)

-  각계와 연대 협력 운동(생명안전 도시, 대안 녹색경제, 사회약자 환경권 강화)

중점사업

1. 회원 참여 · 조직 강화 사업

 - 회원확대 및 회원참여 사업, 회원모임, 위원회 활성화, 

 - 청소년, 청년모임 구성

 - 홍보, 시민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 의제 발굴 등

2. 기후 보호 및 에너지 전환

 - 지역형 에너지 전환(신재생에너지 갈등 대안 모색, 시민햇빛발전소, 기후포럼 등)

 - 에너지 전환 의제 발굴, 전문성, 연대 협력(기후포럼,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 영광발전소 안전성 확보, 고준위 폐기물 대응,  수명전 단계적 폐기, 탈핵행동 연대

 

3.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 환경교육센터 창립

 - 환경교육 강사단 양성,  환경교육 인증

 - 학교 안팎 환경교육 , 어린이 나들이 및 캠프, 자원순환교실

□  연속사업

4. 광주천·영산강 살리기(물하천)

 - 영산강 수계 수질보전 활동,  광주천 및 지천 살리기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변화 조사, 영산강 재자연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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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환경

 - 유해화학물질 대응, 대기질 개선 사업, 취약층 생활환경 보호

6. 생태도시 만들기

 - 녹지 공원 지키기, 도시계획에서 도시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순환마을, 환

경과 인권포럼

7. 전국 및 지역 연대

 - 탈핵, 국립공원 보호, 지방선거 정책 연대, 환경 기념 행사 개최 등

 - 광주전남 광역연대 사업 활성화

브랜드 사업

 - 일회용품 줄이기(일회용품 없는 광주만들기)

□  특별사업

 - 광주전남환경운동 30년 기념사업(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 30주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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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조직화 사업

□ 사업목적 

- 회원 및 시민참여활동 확산을 위한 조직적 활동 토대 구축

- 회원 조직화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회원 조직 정비를 통한 조직의 건강성 확보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 배가활동

- 회원활동 활성화 및 신규 소모임 결성 

-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 확대

□ 사업내용

1. 회원확대 

1) 장기미납회원관리 및 회비증액활동

ᆞ기간 : 1월 ~ 3월

ᆞ내용 

- 환경연합 전 회원 대상 회원 정보 업데이트

- 6개월 이상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회원유지 및 회비납부여부 확인 후 처리

- CMS 및 계좌오류 회원 전수조사 후 수정 

- 회비증액 권유 활동 (소식지, 웹메일, 전화 등)

2)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ᆞ기간 : 4월 ~ 6월

ᆞ내용

- 회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원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진행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회원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상시적인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입회원의 날



- 80 -

기간 : 6월 말(회원확대 캠페인 종료 후)

ᆞ내용

- 신입회원에게 환경연합 활동을 소개하고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회

원 소모임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각각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

2. 홍보활동 

1) 회원홍보실무팀 구성 추진

ᆞ기간 : 연중

ᆞ내용 

- 청소년과 청년, 회원으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 운영계획ᆞ추진

- 단체 홍보 및 회원참여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 홍보활동 : SNS홍보,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활동, 온라인 확산방법 강구

2) 홍보 리플렛 제작

ᆞ기간 : 3월 중 

ᆞ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 최근활동을 반영하여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3) 소식지‘밝은 삶 맑은터’발행

· 기간 : 격월 발행. 연중 총 6회. 

· 내용 :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이슈와 현안, 사무처 활동소식, 회원모임 활동소개, 공지

사항 재정을 회원에게 알리는 기능, 다양한 시민(회원)의제 발굴과 소통 기

틍, 광주전남 공동 소식지 발행 논의, 

4) 월간지 ‘함께 사는 길’발송

· 기간 : 매월1회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 ‘함께 사는 길’에서 매월 발행하는 환경전문지‘함

께 사는 길’을 구독 희망한 자료회원에게 발송

5) 웹 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기간 : 매월 2회 이상

·내용 : 활동소식, 행사안내, 등을 중심으로 하고 환경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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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페이지, SNS활용

·성명서, 보도자료, 등 활동자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함.

·소셜 네트워크 활용확대를 통한 다각도 홍보, 쌍방향 소통 강화

·미디어 홍보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환경운동연합 성과홍보

3. 회원 조직화 및 회원참여프로그램 운영

1) 회원 나들이

ᆞ기간 : 3월 중

ᆞ내용 : 회원과 함께하는 나들이 형식의 생태ᆞ문화기행 기획. 주제별, 테마별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회원참여 활성화  

2) 회원 체육대회

ᆞ기간 : 9월 ~ 10월 중

ᆞ내용 : 회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동심을 기르고 회원들 간의 친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3) 후원의 밤 행사

ᆞ기간 : 11월 중

ᆞ내용 : 후원인과 후원회원들을 초청하여 주요활동을 보고하고 환경운동의 비전을 제시. 

슬로건을 담은 캠페인과 함께 감사의 뜻을 담은 행사 진행 

4. 회원 모임 운영 및 활성화

[ 흙한줌]

- 문화, 역사, 문학 등을 생태와 접목하여 답사 및 기행 진행

- 개인, 가족단위의 회원모임으로 활동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정기모임 진행

-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차별 기획 별 진행담당 회원을 둠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례모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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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 답사 및 모니터링 

- 광주천 지천살리기 운동

- 영산강 광주천 구간 답사 및 지천 답사, 모니터링, 사진기록, 자료축적

-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천 생태교육 진행

[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매월 정기모임 개최

- 시와 문학작품 낭송 및 감상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회원 간의 단합, 친목활동 

전개

- 문화공연 참여, 작가와의 만남

- 자작시 창작 및 발표

- 시낭송회 자원활동, 환경운동연합 활동지원

[일곡ㆍ양산 모임]

- 일곡ᆞ양산을 기반으로 북구지역 회원 확대

- 매월 정례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 간 소통, 생활실천활동 소개ᆞ진행

[용용C] 

-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기모임 개최

- 자원순환 활동 프로그램 개발

- 자원순환 교육활동 진행

[회의 및 위원회 운영]

1. 정기총회 :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 회의: 정관에 의거 매년 1월중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날짜와 시간 

정하여 소집

- 내용: 정관 제정 및 개정,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공동의장 및 감사 집행위원, 사

무처장 선출, 고문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심의 및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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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위원회 : 상시적 사업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결정 및 집행

- 회의: 정기회의-매월 1회, 임시회의-필요시 집행위원장 소집

- 내용: 사업 및 활동내용,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와 추진 방향 논의

3. 자문회의 :  고문, 공동의장, 감사, 부설기관 대표가 참여

- 회의: 정기회의-집행위원회와 분기별로 연석회의, 임시회의- 필요시 공동의장 소집 

- 내용: 사업 및 조직 운영 자문

4. 지도위원 모임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위원 위촉

 - 상하반기 각 1회씩 활동보고 및 자문(상시적)

5. 상설위원회

-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미디어홍보위원회, 회원위원회, 기후보호포럼

- 신규 활동가 채용 등의 인사업무, 후원의 밤 등 재정사업, 상시적 홍보 활성화, 회원

사업 등 조직 운영 및 해당사업 진행시 위원회 별 논의 진행

1) 미디어위원회 

-회의 : 격월 1회

-내용 :‘밝은삶 맑은터’편집 논의(편집위원회)를 비롯한 홍보물 등 기획 및 협의

2) 교육위원회

- 각 소모임 교육 담당 회원들로 위촉 교육 전문가위촉

- 광주환경연합 교육 사업의 방향, 방법, 등을 제시

- 교육센터 창림 준비

3) 회원위원회 

-회원확대캠페인 기획 및 추진

- 회원체육대회 등 회원프로그램  기획

4)재정위원회

- 후원의 밤, 재정 사업 협의 등

5)인사위원회

- 사무처 활동가 채용 등 사무처 인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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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임 임원, 활동가 모임

- 전 임원 및 활동가들 모임. 분기별 정례 모임.

- 친목 및 환경연합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 공유 등

특별사업

 - 광주전남환경운동 30년 기념사업(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 30주년 준비)

- 2019년 30주년을 맞는 다양한 기념사업 준비 

- 사업을 추진할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백서 발간 준비를 비롯한 기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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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 사업목적 

-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화, 전문화 
- 환경교육의 지속성 강화
-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 환경교육정책 생산을 통해 학교, 사회환경교육 강화

□ 사업개요 

- 환경교육센터 창립

- 지역기반형 환경교육 진행

- 시민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환경교육 확대

□ 사업내용 

1. 환경교육센터 창립 및 운영

1) 준비위원회 확대 및 정례회의개최

- 일자 : 2018년 상반기

- 내용 : 현 15인내외의 준비위원을 30명 내외로 확대

        환경교육센터의 준비에 따른 조직틀, 사업내용 등을 심의하고 구성함. 

2) 환경교육센터 창립

- 일자 : 2018년 상반기

- 내용 :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환경교육센터 창립

3) 환경교육센터 주요 사업

어린이생태교육프로그램 - 자연나들이 등 

〇 환경교육 정책 제시- 2018 교육감, 지자체장 선거에서 환경교육 공약화

〇 지역기반형 환경교육-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〇 시민기반형 환경교육- 책읽는 강연회, 시민환경포럼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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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교육- 생태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기간 : 연중

 2) 내용 : 평촌마을의 등 지역내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무등산권 명품마을인 평촌마을과 생태문화관광 MOU체결

- 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민, 청소년, 어린이 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3. 시민환경교육 강화

1) 책읽는 강연회

- 기간 : 3월, 6월, 9월, 11월(총 4회)

- 내용 :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도서 등을 선정하여 저자 초청 강연회 진행

2) 시민환경포럼

- 기간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내용 :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는 환경사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4. 어린이교육프로그램

1) 겨울 캠프

ᆞ일자 : 1월 27일(토) ~ 28일(일) 

ᆞ장소 : 무등산 평촌마을 (북구 충효동)

ᆞ내용 

  - 어린이 28명 대상, 나들이 기획팀 프로그램 운영

 -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2) 어린이 생태체험학습 ‘자연 나들이’

ᆞ일자 :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ᆞ내용 : 기획팀 구성에 따라 내용을 설정

3)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ᆞ일자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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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참여 : 어린이 교육 기획팀

ᆞ내용 

 - 어린이 교육으로 진행되는 자연나들이, 캠프의 프로그램들을 체계화 

 -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환경교육 교보재를 개발하여 향후 환경교육센터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함

5. 자원순환교육

1)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씨 모임 운영

- 일자 : 연중

- 내용 : 2017년까지 양성된 15인 내외의 자원순환시민강사-용용씨의 정기모임 진행

자원순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 용용씨의 역량강화 활동 진행

2)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개발

- 일자 : 연중

- 내용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의 다양한 자원순환교육프로그램 개발

3) 자원순환교육 활동 진행

- 일자 : 연중

- 내용 :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등 진행(초, 중등, 성인 대상)

□ 기대효과

- 환경교육센터의 창립을 통해 지역내 환경교육 정책을 견인하고, 환경교육네트워크 등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꾀함. 

-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환경교육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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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사업목적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조례, 시민활동 기반 마련

-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활동

- 개인, 주민조직, 마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활동

□ 사업내용 

1.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 기반 구축

1)지역에너지 활동그룹 강화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역에너지 자립과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시민, 단체, 전문가네트워크 활

동강화

 - 간담회, 특강을 통한 지역내 지역에너지 전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한 활동그

룹 구성 및 활성화

2)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제안활동

 ·기간 : 상반기

 ·내용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로드맵 작성

- 2018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자에게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선언

- 정책실천 모니터링

3)지역에너지전환 지원센터(안) 준비활동

 ·기간 : 연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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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확대, 재생에너지주민갈등해소,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문 지원조직 구축을 

위한 준비활동 

2.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천활동

 1)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례, 정책 모니터링

 · 기간 : 연중 

 · 내용

 - 법률에 정해진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

 - 법률의무 대상외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활동

 - 재생에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 조례 재정 

 

 2)녹색건축물 확대를 실천활동

 ·기간 : 상반기

 ·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수립

 -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분석 및 녹색건축물 확대, 현장 적용을 

위한 모니터링, 실천활동

 - 간담회, 토론회를 통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 기업들의 관심을 유

도하고 지역내 여론향상

 3)태양광교실

 ·목적 :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민의 인식향상과 지

역여론 활성화

 ·기간 : 상반기

 ·대상 : 도시햇빛발전소에 관심 있는 시민  

 ·내용

 - 도시햇빛발전소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정보 제공

 -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확대, 지역자립에너지의 목적, 공공성 이해

 

 4) 마을햇빛발전소 활동 

 ·기간 : 연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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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마을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거버넌스 그룹 구성

 - 마을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모델화 활동 

 - 소규모 마을햇빛발전소 건립

 5)기업 재생에너지 설치확대

 ·기간 : 연중

 ·내용

  - 간담회, 토론회를 통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확대 필요성 여론형성

  -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3. 기후보호포럼

 ·기간 : 상반기

 ·내용

 - 기후보호포럼 조직개편 및 활성화

 - 기후보호포럼 개최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 현안 진단’

 

□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확대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활동기반 마련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천활동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정책 결정과 추진, 객관적 검토와 영향 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

식 확대

[ ]
□ 사업목적 

- 시민이 직접참여하여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사업개요 

- 광주시및햇빛발전소 홍보 및 시민참여 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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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건설 추진활동

□ 사업내용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2호기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및 전기생산 

2. 광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건설 추진활동

·기간 : 상반기

·내용 :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지역여론 향상

  - 목표용량 및 부지조사, 예산마련 등

3. 에너지 교육 및 조합 홍보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조합원 및 시민대상 에너지 교육, 대외홍보활동

4. 조합원 에너지 컨설팅

 ·기간 : 연중

 ·내용 : 재능기부를 통한 조합원 대상 주거공간이나 사무공간 에너지컨설팅.

5. 햇빛발전협동조합 웹소식지 발행

 ·횟수 : 분기1회(총4회)

 ·내용 : 태양광발전 현황, 조합활동 소식, 기타 내용 등

 

6. 정기총회

 ․ 일자 : 2월 21일

 ․ 내용 : 2017년 사업보고 및 재정결산 보고,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조직구성안, 예산안 

결의 

□ 기대효과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태양광발전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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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대규모 집중적 에너지 생산방식에서 분산형 지

역에너지 구축에 기여

[ 기후네트워크]
□ 사업목적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생산하고,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

중·일의 석탄발전소 확대 저지

-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탄소저감실천활동 확산을 연대활동

□ 사업개요 

- 한·중·일 석탄화력발전 확대정책 저지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탄소저감실천활동에 기여하는 한·중·일 공통교육교재 개발

□ 사업내용 

1.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

 ․ 기간 : 상반기

 ․ 장소 : 중국

 ․ 내용 

 -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책에서 공통적인 주요 과제로 확인. 각국의 석탄화력발전과 에너

지 기후 정책 현황, NGO의 석탄화력발전 반대 활동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행동 

전략을 구상함 

□ 기대효과

-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동아시아 연대 활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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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운동

[ 세상 광주전남행동]
사업목적 

- 지역내 탈핵운동의 연대를 강화
- 탈핵을 위해, 참여단체 및 회원, 시민들과의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 인식 확산
-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 감시 및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대응활동 전개

□ 사업개요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조직의 연대 강화
- 지역 핵발전소 현안의 적극적 대응

□ 사업내용 
1.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연대 강화
1) 정례회의 개최
- 일자 : 연중
- 내용 : 매월 정례적인 운영회의 개최(대표자, 운영위원 공동)
 
2) 참여단체 확대
- 일자 : 연중
- 내용 : 지역내 종교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으로 참여단체를 확대함

2. 현안대응활동
1) 고준위핵폐기장 호남권 공대위 구성
- 일자 : 연중
- 구성 : 광주전남, 전북, 고창, 영광지역의 탈핵운동단체와 공동으로 구성
- 내용 :  영구 및 중간 처분장 없는 임시저장고 반대(영구처분장 정책 확정 후 임시저장
고 논의), 박근혜정부때 수립된 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법안 철회 백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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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전국 연대활동
- 일자 : 연중
- 내용 :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전국적 대응을 위해 호남공대위 등에서 전국연대 조직 
구성 제안

 2. 영광 한빛 핵발전소 대응활동
- 일자 : 연중
- 내용 :  영광 한빛 핵발전소의 건물부식,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 발견 등 핵발전소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다수 발생.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적극 알
려나가고, 영광핵발전소 조기폐쇄 활동 등을 추진

3. 정책제안활동
- 기간 : 현재~6월
- 내용 :  2018년 지방선거(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등)에 출
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탈핵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탈핵 공약을 요구. 
- 탈핵을 위한 노후원전폐쇄, 핵발전소의 안전성, 재생에너지확대, 탈핵 에너지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채택하고, 당선이후 단체장들의 탈핵도시선언과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활동으
로 확장

4. 교육활동
1)  탈핵시민강좌
 -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에너지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  대상 탈
핵시민강좌를 추진하여 탈핵에 대한 인식 저변확대를 꾀함

 2) 탈핵공부모임
- 탈핵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일반시민 모임
- 정기적으로 탈핵공부모임(격주1회)과 탈핵순례(월1회) 진행
    
5. 홍보활동
- 3.11 기억의 날 활동
- 개별단체홍보활동 : 탈핵캠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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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만들기

사업목적 

-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권에 대한 시민의 권리 강화

- 공익과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개발 및 관리 정책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

-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도시교통 공공성 포럼 운영

- 도시개발 및 관리정책을 감시

- 시민이 도시정책 및 관리정책에 참여

□ 사업내용 

1. 도시교통 공공성 포럼 운영

1) 기간 : 연중

 2) 내용 : 

- 장애인, 여성, 청소년, 환경단체, 교통방송 등과 도시교통공공성 포럼 운영

- 불편하고 불합리한 도시교통 정책의 개선을 위해 매월 1차례 도시교통공공성포럼 개최

- 교통약자의 시각에서 도시교통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2. 모두를 위한 광주 도시지기

 1) 기간 : 연중

 2) 개요 : 도시개발 및 관리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 모니터링

-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참관 및 평가활동

-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위원회 운영

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3. 도시개발에 대한 대응활동

1) 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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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종 도시 난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 도심 및 도시외곽의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해 건강한 도시재생사업 견인

4.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1) 기간 : 연중

2) 내용

- 도시공원 지키기활동 전개 : 중앙공원, 일곡공원 등 공원지킴이들과 연대활동 진행

- 25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공공성강화방안 모색 

- 민간공원 감시활동 : 1단계 4개공원 외, 2단계 민간공원에 대한 개발 감시활동 전개

□ 기대효과

- 현재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문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

- 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익을 우선하는 도시개발 및 관리 활동 전환

- 97 -

광주천 · 영산강 살리기 운동

[ 수질보전ㆍ감시활동]
1. 잃어버린 도심 물길찾기

1) 도심 속 옛날 물길 찾기

ᆞ기간 : 3월 ~ 11월

ᆞ장소 : 광주 관내 15개 복개하천 (광주천 외 14개 소)

ᆞ내용 

 - 관내 15개소 복개하천의 시점과 종점, 관리현황과 이용실태 조사 실시. 

 - 전면 복개 구간 제외, 복개하천 모니터링 실시

 - 복개된 옛 물길 조사 및 기록,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광주지역 복개하천 지도 작성

2) 도심 속 맑은 물길 찾기

ᆞ기간 : 3월 ~ 11월

ᆞ장소 : 광주천 일원

ᆞ내용 

 - 광주천으로 흐르는 오수ᆞ우수 관거의 상태 모니터링 

 - 광주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ᆞ우수 합류식 관거’가 하천에 미치는 영

향 조사

 - 도심 내 맑은 물길 조성을 위한 퍼포먼스,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복개하천에 대한 인식을 넓혀 향후 복개하천 복원에 대한 공론화. 

 - 복개하천 복원을 통해 도심 내 수변공간 확보, 수생태 개선.

2. 광주 주요지천 자연도ᆞ오염원조사

ᆞ기간 : 5월 ~ 9월

ᆞ장소 :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서창천 외 주요지류하천

ᆞ내용  

 - 광주 주요지천에 대한 자연도ᆞ오염원 조사 실시, 오염하천에 대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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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사 사건이 발생했던 풍영정천, 2017년 조사결과 4등급 판정을 받았던 평동

천과 수질악화 문제로 지적된 서창천 등 중점 조사 실시 

 - 광주천 주요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17년 9월 물고기 집단폐사 : 남광교 

   • 17년 12월 수달발견지역 : 태평교 

   • 17년 12월 수질상태 악화지점 : 덕흥보 인근

[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운동 _ 4대강사업 후속 ]

□ 사업 목적 

-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실현

- 보 개방 모니터링 등 영산강 재자연화(복원)를 위한 시민 참여활동 전개. 

- 교육, 조사 등 활동을 비롯한 시민참여형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시민 조직화

- 지속가능하 하천 복원 보전 방안 강구(물관리 일원화, 통합물관리 연계)

□ 사업 개요

-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대강사업 국정감사, 재자연화 등 시민사회, 주민의 요구를 받아 

국정과제로 채택함. 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을  비롯한 

정책제안 활동을 전개함.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주민조직화 등을 통해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함. 

- 4대강 사업 외에 지천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모니터

링. 수계기금 활용등에 대한 조사 평가를 통해 물하천 사업과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 영산강 보개방 모니터링_녹조, 수질, 퇴적토, 생태환경 등을 조사 ,영산강 복원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

- 영산강 하구언 대책, 보 개방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시민운

동 전개

□ 사업내용 

1. 물의 날 기념 행사

 1)토론회 : 통합물관리, 영산강 재자연화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물의 날 기념행사

 · 일자: 3월 20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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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물하천 정책의 주요 과제인 영산강 재자연화(하구둑 문제 개선 포함), 통합물관

리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전문가,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여 개최 

  

 2)영산강 시민답사

 · 일자: 3월 20일 전후

 · 내용: 물하천 정책의 주요 과제인 영산강 재자연화(하구둑 문제 개선 포함), 통합물관

리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전문가,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여 개최 

2. 영산강 조사사업

 · 기간 : 2월~12월(연중)

 · 내용

  - 하천 수질 및 퇴적토 조사

  - 보개방 후속모니터링.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생태, 환경 변화 조사(상시조사)  

  - 4대강사업 당시 추진했던 홍수조절지, 둑높이기  모니터링

   

3. 영산강 복원(재자연화)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 기간 : 10월

 · 내용 : 영산강 복원에 대한 정부 추진현황 파악, 지천 등 문제와 함께 하천복원, 재자

연화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영산강 모니터링 활동 공유

  -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및 유역 전반에 대한검토

  - 계속되는 하천부지 개발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 하구둑으로 인한 영산호 수질 및 생태성 악화의 문제와 대책(해수유통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  

4. 고향의 강사업, 지천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대한 모니터

- 배경: 치수, 이수, 생태기능 제고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한 정비사업 복원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심, 시설물설치 중심의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 유지관

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개요 

 · 기간 : 5월 ~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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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천사업이 시행된 영산강 및 지천 대상

 · 내용 : 영산강과  주요 지류를 비롯한 광주전남권 지방하천에서 시행된 정비사업, 고

향의 강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을 모니터링 함. 평가 및 개선책 모색 등 

5.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및 5개강유역협의회 연대 활동

1) 제 13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기간 : 7~8월 중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10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영산강 도보순례, 영산강 유역의 주요 시·군을 탐

사. 영산강의 수생태환경 조사, 퍼포먼스 등

2) 제 10회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 기간 : 12월 중 

  · 내용 : 권역별로 영산강과 지류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했던 활동과 성과 공유 

3) 5대강유역협의회 

  - 영산강유역협의회, 섬진강유역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활동, 타 수계 협의회 활동 소

통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강하천 복원, 물정책 실현 기대

- 바람직한 하천살리기 복원 방향에 대한 공론화,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와 

지속가능한 하천에 대한 이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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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ㅎ

[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지속적인 대기환경개선 캠페인을 통한 시민인식제고 

- 정책간담회를 통해 예·경보제 홍보 및 기준강화 등 대기질 개선활동 요구

- 어린이 등 취약자를 위한 보호책 및 교육 마련 

□ 사업개요 

- 초미세, 미세먼지 예경보제 모니터링 및 홍보 

- 대기질 취약자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진행

-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실현

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사업내용

1. 미세먼지 개선방안 간담회

 · 일자 : 5월 중

 · 내용 : 

- 대기질 현황,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정책의 평가하고, 구체적 실천 사례 소개와 더불어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실천을 위한 간담회 

- 전문가, 시민, 행정 참여

2.  NO2 대기질 조사 
 · 일시 : 6월, 9월
 · 장소 : 광주 도시 주요도로, 학교 앞 등 100지점
 · 내용 : 학교 앞, 교통 혼잡지역, 주택 등  주요 거점 대기질 조사(연속활동), 광주시 대

기질 측정망 자료 등을 활용, 대기질 개선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모색

3. 대기질 취약층대상 미세먼지 대응 캠페인

 · 기간 : 4월, 9월 중



- 102 -

 · : 유치원, 초·중학교, 노인시설 등 

 · 내용 : 대기질 취약계층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 등·하굣길 공회전금지,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알리는 캠페인 진행  

□ 기대효과

- 초미세, 미세먼지와 건강 문제 관심제고

- 대기질 개선안 대책마련 공론화 및 제도개선

- 어린이 등 취약층,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촉구

[ 관리대응]
□ 사업목적 

-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으로 안전문제의 원인이 되는 바, 

재발방지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요구 등 지속적인 대응 필요  

-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성 인식제고를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만듦.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대응 전문인력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 사업개요 

-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제정운동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요구

□ 사업내용 

1.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기간 : 연중

  · 내용 :

 -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상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우려 기업체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과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일상적

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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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

 · 일자 : 4월 중

 · 내용 : 전문가, 시민, 행정 참여.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구체적 실천사례 소개와 더

불어 알권리조례 제정 등 우리지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실천을 위한 간담회 

3.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제정운동

  · 기간 : 4~10월

  · 내용 : 주민·노동자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제정 요구, 지방선거 정책제안 

4.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활동

  · 기간 : 7~10월

  · 내용 : 캠페인 및 모니터링으로 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 속 유해화학물

질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전성분 공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함  

□ 기대효과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시민인식확산 및 대안실현 기대

- 유해화학물질관리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도출 촉구 

-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대책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견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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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브랜드사업

사업목적 

 -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쓰레기문제를 진단하여 감량활

동 진행

 - 일회용품 사용자제(일회용 컵, 비닐 등)에 대한 일상적인 캠페인실시 및 정책요구

 

□ 사업개요 

 - 쓰레기 문제해결 및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실천 추진

 - 지자체별 마을사업과의 연계와 자원순환 강사단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쓰

레기 감축사례 개발

□ 사업내용 

1. 사업추진단 조직 및 운영 

 · 기간 : 4월~10월

 · 내용 : 추진단, 기관담당자, 전문가와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회의진행. 사업일정·

내용 공유, 역할분담, 추진과정에서의 평가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2. 안 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 기간 : 5~9월
· 대상 : 광주시민 100명
· 내용 : 일회용 컵,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도전참여단을 모집하
고, 활동홍보, 사업체·기관으로 내용확대

3.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카페 네트워크
· 기간 : 4~7월
· 대상 : 광주시내 카페 5곳
· 내용 : 
- 해당카페와 협약식 진행,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카페’ 팻말 부착
- 다회용 컵 홍보물 부착, 사용혜택(가격할인, 쿠폰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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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공간을 활용한 텀블러파티, 환경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4. 광주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토론회

 · 일자 : 7월 중

 · 내용 : 

- 지역 일회용품 사용 현황과 저감정책을 평가하고, 구체적 실천 사례 소개와 더불어 지

역의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실천을 위한 간담회 

- 전문가, 시민, 행정 참여

5.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 기간 : 2018년 7~8월
· 대상 : 공공기관 사무실, 행사
· 내용 : 공공기관과 지자체 행사의 일회용품 사용실태조사 진행, 결과 발표

6. 대학가 다회용 컵 사용 홍보캠페인
· 기간 : 2018년 6~8월
· 대상 :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 내용 : 거리 캠페인, UCC제작 텀블러 사용 홍보진행

□ 기대효과

- 일회용품 사용 자제 캠페인으로 시민인식제고, 자원순환 기반 마련, 모델구축

-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참여, 실천방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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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전국 연대

[ ]
1. / 년 1회 

2. 전국 대표자회의/ 년 2회

3. 전국 국처장단회의. 총처장단 회의 / 격월, 필요시 소집

4. 광주전남 사무국 회의/ 분기별 1회, 필요시 소집

5. 광주전남 임원활동가 수련회 / 반기별, 년 2회

6. 전국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워크숍 / 격년 

7. 전국 환경연합 위원회(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생명의 강 위원회, 원전특위 등) 필

요시 소집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 매월

2.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 지방선거 정책 대응 및 지역사회 영향이 큰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운영위원회 

2. 거버넌스 실천사업 분과별 참여

3.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4. 기타 협력 사업 진행(푸른광주의 날 등)

[지구의 날 기념 행사위원회]
․ 일자 : 4월 22일(토) 

․ 장소 : 금남로 일원

․ 주관 : 2018 지구의 날 광주위원회

․ 사무국 :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지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한 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축제 개최. 지구의 

날 주간동안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 시민 홍보활동. 기획단 운영 등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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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역할

[전국현안 대응]
- 지방선거, 개헌 관련 네트워크 및 대응

- 가습기 살균제, 탈핵, 4대강사업 후속 대응 등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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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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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단위 : 원)

  입  부   지  출  부

이월금(11%) 41,909,618
경

상

비

(통신, 관리비 등) 9,3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1,800,000

회

비

어린이․청소년

156,000,000

비품 구입비 2,000,000
일반회원

후생복지 18,428,080
가족회원 보험료 10,140,000

인건비 131,024,990  
단체회원

계 (44.3%) 172,693,070

사

업

비

중

점

·

연

속

환경교육 24,000,000평생회원 6,000,000

특별(임원) 5,000,000 탈핵, 기후보호운동 20,000,000

생태도시 30,000,000

계 (43%) 167,000,000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20,000,000

후

원

금

후원의밤 등 

기부금
79,000,000

자원순환.브랜드 사업 10,000,000

회

원

사

업

정기간행물(회보,잡지) 22,440,000
홍보물제작,우편,수수료 12,000,000

회보광고 15,000,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18,400,000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3,300,000

계 (21%) 81,500,000 특별사업(30주년 준) 2,000,000

조

직 

·

연

대

정기총회 및 회의 4,800,000

사

업

비

민간 협력사업 79,000,000

후원의밤 4,000,000
교육참가비 15,000,000

전국·지역 연대 12,000,000
계 (24%) 160,500,000

계(46.9%) 182,940,000

기

타

자료대여,판매 등 500,000
기타

장기발전 30,000,000
이자 및 기타 5,090,382 기타, 예비비 4,366,930
계 (1%) 5,590,382 계 (9%) 34,366,930

총   계(100%) 390,000,000 총   계(100%) 3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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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산 대비  2018년 예산(안) 비교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2017결산 2018 예산안 항목 2017 결산 2018 예산안

전년도 이월금 13,573,895 41,909,618

경

상

비

공과금
(통신, 관리비) 6,810,430  9,3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2,711,130  1,800,000

회

비

어린이․청소
년회원

149,849,020 156,000,000
비품구입비 944,000  2,000,000

일반회원
후생복지(퇴직금 등) 11,825,537  18,428,080

가족회원
보험료 9,581,212 10,140,000

단체회원
인건비 118,073,590  131,024,990  

평생회원 6,000,000
계 149,945,899 172,693,070

특별(임원) 4,260,000 5,000,000

사

업

비

중점
및 
연속

사업

환경교육 21,524,237 24,000,000
계 154,109,020 167,000,000 기후보호, 탈핵 4,656,760 20,000,000

생태도시 40,635,164 30,000,000

후
원
금

후원의밤/
기부금

84,056,100 80,000,000
영산강․·광주천 
살리기 12,693,999 20,000,000

회보광고 0 1500,000 자원순환+브랜드 19,024,140 10,000,000

회원

사업

정기간행물
(회보,잡지)

13,942,380 22,440,000계 84,056,100 81,500,000

홍보물제작,우편, 수
수료 5,585,650 12,000,000

사
업
비

민간협력 67,466,401 79,000,000

회원모임 지원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5,374,950 18,400,000
교육참가비 8,190,000 15,000,000

홈페이지, 자료실 1,223,200 3,300,000
특별사업(30주년준) - 2,000,000

75,656,401 175,500,000
조 직
연대

정기총회 및 회의 2,595,180 4,800,000
후원의 밤 3,044,220 4,000,000

기
타

자료대여 150,000 500,000
전국·지역 연대 12,909,790 12,000,000

전세금 반환
(북동신협) 

50,000,000 0 계 18,549,190 182,940,000

기타

장기 발전 기금 0 30,000,000
차입금 10,000,000 0 차입금 반환 10,000,000

전세금(대광금고) 40,000,000
이자 및 
기타수익

532,374 5,090,382  기타 지출 / 
예비비 3,012,603 4,366,930

계 53,012,603 34,366,930계 60,682,374 5,590,382

당해년 총계 374,503,895 348,090,382 차기 이월금 41,909,618 -

총   계 388,077,790 390,000,000 총 계 388,077,790 3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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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 세부(안)

 
■ 수입(안)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전년도 이월금 41,909,618 (10.7%)

회

비

어린이․청소년 회원 15,000,000 5,000×250인×12개월

일반회원,자료회원

84,000,000 10,000×700인×12개월

27,000,000 15,000×150인×12개월

가족회원 18,000,000 20,000×75가족×12개월

단체·기업 회원 12,000,000 50,000×20곳×12개월

평생회원 6,000,000 2,000,000×3인

특별회비(임원) 5,000,000 417,000×12개월

소    계 167,000,000 (42.8%)

후
원
금

후원·기부금 80,000,000 후원의 밤 등

회보광고 등 1,500,000 500,000× 3회

소    계 81,500,000 (20.9%)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79,000,000

10,000,000×3개(생태도시 등)
10,000,000×2개(기후보호,탈핵)
10,000,000×1.5개(하천살리기)
10,000,000×1.4개(생활안전,조사)

교육참가비 15,000,000 1,500,000×10회 

소    계 94,000,000 (24.1%)

기타

자료대여, 판매 등 500,000 자료 대여 및 판매 등

기타 5,090,382 이자수익 및 기타(일자리안정자금 등)

소    계 5,590,382  (1.4%)

수입 348,090,382
수입총액 390,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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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안)Ⅰ_경상비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경

상

비

운

영

비

통신, 관리비 9,300,000
전화통신비 1,200,000=100,000×12월

건물관리비 8,100,000=675,000×12월

소모품 및 수선비 1,800,000 150,000×12월

비품구입비 2,000,000 사무 비품(PC, 프린터, 책상 등)

후생복지 18,428,080
중식5,000×5인×20일×12개월=6,000,000
특근매식비7,000×5인×8일×12개월=3,360,000
퇴직적립금 9,068,080(기본급 100%)

4대보험 10,140,000  4대보험(인건비 총액에 따른 산정)

운영비 계 41,668,080 (10.6%)

인

건

비

기
본
급 

처장1
(19-20호봉) 24,187,560 2,015,630×1인×12개월

실장1
(20-21호봉) 24,462,600 2,038,550×1인×12개월

팀장1
(10-11호봉) 23,450,200 1,834,400×1인×12개월

간사1
(4-5호봉) 22,012,850 1,614,860×1인×12개월

간사1
(2-3호봉) 18,775,680 1,564,640×1인×12개월

상여금 18,136,100 기본급 200%

인건비 계 잘못된 계산식 (33.6%)

경상비 합계 172,693,070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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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안)Ⅱ _ 사업비 및 기타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사

업

비

중점 
및 

연속
사업

환경교육 24,000,000 2.000,000×12 (어린이, 일반 등)

탈핵, 
기후보호운동

20,000,000
탈핵  3,000,000
기후에너지, 17,000,000

생태도시,
생활안전

30,000,000
생활안전, 대기질개선6,000,000
녹지공원 3,000,000 /지구의날 21,000,000

광주천․ 
영산강살리기

20,000,000 하천조사, 물순환 10,000,000×2식

자원순환 +브랜드 10,000,000 일회용품줄이기 등 10,000,000

소 계 104,000,000  (26.7%)

회
원
사
업

정기간행
(회보,함께사는길)

22,440,000
(함·길)1,800×650부×12개월=14,040,000
(회보) 1,400,000×6회(격월)=8,400,000

홍보물 제작, 
우편료 12,000,000 1,000,000×12월

회원조직 및 
참여사업 18,400,000

회원확대캠페인4,000,000(홍보물, 현장 활동)
회원 행사     2,000,000×2회=4,000,000
회원조직관리  600,000×10개월=6,000,000
회원모임 조직 1,000,000×2식=2,000,000
회원모임 300,000×8식=2,400,000

홈페이지,웹메일, 
문자 등

3,300,000
서버 이용 및 관리, 문자 홍보 등 200,000×12개월
회계위탁운영 75,000원×12개월

30주년기념준비 2,000,000 백서 등 기념사업 준비 2.000,000

소 계 58,140,000 (14.9%)

조
직
및
연
대
사
업

정기총회 및 회의 4,800,000
정기총회-자료집, 장소대관, 다과 3,000,000, 
(상설)위원회 등 150,000×12회

후원의 밤 4,000,000 행사비_장소대관, 음식, 초청장 제작 및 발송, 기타

중앙/지역 연대 12,000,000
시민협회비 : 100,000×12개월=1,200,000
전국 분담금 : 400,000×12개월=4,800,000
기타 연대 600,000원×10회 = 6,000,000

소 계 20,800,000 (5.3%)

사업비 합계 182,940,000 (46.9%)

기타

장기발전기금 30,000,000

예비비 4,366,930

소 계 34,366,930 (8.8%)
(사업비+기타) 계 217,306,930 (55.7%)

지출총액(경상비+사업비+기타) 390,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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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성명서 · 논평 · 기자회견문

- 정관  

- 회원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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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기자회견

[ ]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2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전남 –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 2월 16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서석초시민모임과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 서석초보행전용도로 존치에 뜻 모아…."
- 3월 17일,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기자회견]“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 3월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성명]“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 3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입장
- 5월 10일,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4대강 보 상시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 5월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 "안전과 보행이 자동차 편리보다 우선, 서석초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해단식 가져…."

- 5월 30일,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논평]“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 결과, 노동자ᆞ주민 건강 관찰, 사전예방체계 마련 필요”
- 5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오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
-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성명] "영산강 죽산보 수질예보제 관심단계 발령,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
방으로 녹조 해소 못한다!"

- 6월 1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120 -

[ ]“영광한빛 격납고 철판부식에 대한 한수원의 대처, 구멍뚫린 안전, 부식된 안
전을 보여준다.”

- 6 2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
아야 한다."
 - 7월 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

[성명]“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 7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 콘크리트 구멍, 안전도 구멍! - 안전하지 못
한 원전은 지금 당장 멈춰야한다”

- 7월 3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논평]“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7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흔들지말고, 구멍난 한빛원전부터 해결하라!”
- 8월 4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성명]“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 8월 1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 해결, 하늘만 쳐다보고 큰비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꼴. 수문개방을 확대 해야 한다.”
- 8월 1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8월 1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기자회견]“증기발생기 교체 필요 없다. 영광한빛 4호기 즉각 폐쇄하라!”
- 8월 21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성명]“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
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핵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춰라!”

- 9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논평]“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광주시청 카페 92%이상 일회용 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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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9월 2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논평]“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영산강에서 번성. 수문을 열어야 한다.”
- 10월 1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성명]“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 10월 19일,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문재인정부가 선언하고 시민참여단이 제기한 것처럼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실현되
어야 한다.“

- 10월 20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

[성명] 흑산 공항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 11월 9일,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영산강 보 개방 확대 된다. 녹조 등 수질 개선 기대!”
- 11월 1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하남산단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규제강화와 감시모니터링 필요”
- 1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 환영”
- 12월 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

[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선정]
“여전히 계속되는 개발중심 패러다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와 민관거버넌스의 확대로 안
전한 사회로 전환계기 마련해야.”

- 12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논평]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더니, 비로소 강이 드러났다!”
- 12월 2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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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광주환경공해연구회”는 89년 3월 17일 이 땅에서 특히 광주
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또한 92년 2월 29일 “광주환경공해연구회”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마감하
고 높아가는 시민들의 공해추방과 환경보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구심체로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였다.

‘93년 4월 29일 그 동안 환경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건
설과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의 전국조직 창립에 발맞춰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과 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제3기의 민간환경운동으로 “광주환경운동
연합(2000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 명칭 변경)”을 창립하였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Gwangju”, 약칭 
Gwangju KFEM 이라 한다. 

제 2조(목적)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
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상) 환경운동연합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전문기관의 전국 
연합체이고, 국제 환경운동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이다. 본 연합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지위를 갖는다. 자체 정관에 의해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자율성을 가지
면서 환경운동연합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제 4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5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23 -

1.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2.환경문제의 대안정책 개발 및 제시
3.환경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4.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5.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지원․지지
6.국내외 환경관련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
7.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6조(자격)
1.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회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격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의무)
1.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를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조(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본 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본 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본 연합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 9조(상벌)
1.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를 한 회원은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총 회

제 10조(회의)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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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
한다.
3.총회 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 12조(성원)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부득이 참
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3조(의결) 총회 의결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위임회원은 의결권을 갖
지 못한다.

제 14조(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 제정 및 개정
2.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3.공동의장,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 선출
4.전국대의원 선출
5.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6.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심의 및 의결
7.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 4장 조 직

제 15조(임원) 본 연합 임원은 공동의장과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한다.
1.공동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2.감사는 2인으로 하고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3.집행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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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17조(전국대의원) 
1.전국대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의 최고의결기관의 위상을 갖는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의무
를 갖는다.
2.사무처는 대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주요 판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일상
적인 소통과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3.전국대의원은 의장1인,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100명당 1인의 비례, 반올
림으로 선출하는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4.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8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1.자문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공동의장, 환경교육원장, 부설연구소 이사장 
및 소장과 상임의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2.자문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9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 20조(지도위원)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지도할 수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둔다.

제 21조(후원회)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환경상담실) 환경문제와 공해피해를 상담하고 환경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환경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자료정보실) 환경관련 자료의 보급과 정보화를 위해 자료정보실을 운영할 수 있으
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조(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효율적인 환경교육
을 해 나가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 25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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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사업위원
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7조(특별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1.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2.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설립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조(사무처)
1.본 연합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 5장 재정

제 30조(재정) 본 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정위원회의 사업수익금, 후원회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1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2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사업 및 예결산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33조(정치활동 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
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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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개정) 정관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
회에서 결의한다.

제 3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정 및 준칙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1993년 4월 29일 제정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2011년 1월 20일 9차 개정
2017년 1월 17일 10차 개정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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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생활수칙

1. 자연을 사랑한다   

2. 검소하게 생활한다

3. 1회용품을 안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쓴다

6.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