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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광주환경운동연합

2019년도 정기총회

- 일시 : 2019년 1월 24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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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활동일지 ………

감사보고(안) ………

2018년 사업보고(안) ………

2018년 재정결산(안) ………

2019년 조직구성(안) ………

2019년 사업계획(안)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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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2018년 사업 및 결산 안

: 제3안 _ 임원선임 안

: 제4안 _ 2019년 사업 및 예산 안

: 제5안 _기타 안건

- 폐회

■ 2부 ∥ 시상식 및 만찬

- 녹색회원상 시상 및 공로패 증정

- 따뜻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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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활/동/일/지 

[1월]

2일(화) 시무식

4일(목) 집행위원회

5일(금) 물 한방울 흙 한줌 소식지 발송(211호)

9일(화) 자연지기 2018-1호 발송

10일(수)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 1회의 : 서울

15일(월) 2017년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현황 발표(보도자료)

15일(월),23일(화) 고준위핵폐기장 호남권 공동대책위원회: 고창

16일(화),18일(목)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평가회의 참여

16일(화) 시를사랑하는사람들 1월 모임

        용용씨 교육 매뉴얼 협의

16일(화)~17일(수)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준비회의 : 오사카

17일(수) 겨울방학기간 광주·전남학교석면철거 진행 예정 발표(보도자료)

19일(금) 광주햇빛발전협동조약 이사회 개최

20일(토) 모래톱 정기총회(화순 수만리)

22일(월) 소태동일원 입장으로 본 무등산개발에 대한 성명발표

        2018 지구의 날 준비 회의

23일(화) 자연지기 2018-2호 발송

25일(목) 2018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총회

27일(토)~28(일) 어린이 겨울캠프

29일(월)~2.2(금) 2018 지구의 날 시민기획회원 모집

30일(화) 광주햇빛발전협동조약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회의

31일(수) 전국 사무국·처장단회의

[2월]

1일(목) 집행위원회

2일(금)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2차 전국회의 : 대전

5일(월)~26일(월) 2018 지구의 날 기획회의 : 매주 월요일

6일(화) 자연지기 2018-3호 발송

8일(목) 집행위원회

12일(월) 용용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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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화) 환경교육센터 창립 준비 논의 

        고준위핵폐기물 호남권 공동대책위원회 :고창

14일(수)~17일(토) 설날

20일(화) 자연지기 2018-4호 발송

21일(수) 4대강 보개방과 재자연화 워크숍 및 회의 (4대강대책위원회)

        도시지기 모임

22일(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기총회

24일(토) 환경연합 전국대의원 대회, 서울

25일(일) 모래톱답사 – 무등산 샘골

27일(화) 도시철도2호선 안전성 토론회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3차전국회의 및 경주기자회견

[3월]

2일(금) 영산강 현장답사

2일(금)~14일(수) 광주학교 석면해체 잔재물 합동조사

5일(월) 영광핵발전소 대응 민변과 간담회 / 용용씨 정기모임

7일(수)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8일(목) 집행위원회/고준위핵폐기물 호남권 공대위회의  

8일(목) 후쿠시마 7주기 성명 발표

10일(토) 후쿠시마 7주기 기자회견 및 탈핵행진

12일(월) 고준위핵폐기물정책대응 4차 전국회의 :대전

13일(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워크숍

14일(수) 에너지절약사업 협약식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 매주 수요일 지혜학교 에너지교육 (3월~7월)

15일(목) 광주 학교석면해체·제거 협의회의

        신재생에너지산업박람회 태양광학회 토론 참여 

18일(일) 물 한방울 흙 한줌 광주근대역사탐방

19일(월) 용용씨 정기모임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광산구청 아파트햇빛발전소 만들기 간담회 참여

21일(수) 자연지기 2018-5호 발송

22일(목) 세계 물의 날-영산강 보 철거 퍼포먼스

24일(토) 모래톱 지류하천 답사(서창천)

        불교환경연대 자따마따 자연순환교육 프로그램 참여

26일(월) 지구단위계획수립 진단과 방향 토론회 / 시사모 정기모임

        6.13지방선거대응 관련 환경정책제안 준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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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화)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즉각 시행 촉구 성명발표

        탈핵위원회 회의 참여

29일(목) 곡성군 겸면 폐기물처리공장(가이아) 증설 건 대응

       광주햇빛발전조합[에너지활동가워크숍참여] - 에너지시민연대주최(3.29~31일)

[4월]

2일(월) 도시공원일몰관련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설명회 항의 피케팅

3일(화) 자연지기 2018-6호 발송

4일(수) 영산강 현장조사

5일(목) 집행위원회

6일(금) 영산강재자연화 시민행동 회의 참여

9일(월) 소태동아파트 개발 대응 현장 답사

10일(화) 용용씨 정기모임

11일(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착수 보고회

13일(금)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생활환경 전국 활동가 회의 참석 : 대전

14일(토) 환경통신원 자전거 녹색교통 캠페인

15일(일) 물 한방울 흙 한줌 무등산옛길답사

16일(월) 도시교통공공성 포럼- 도로다이어트 토론회/ 회원모임‘시를사랑하는사람들’ 

시낭송 모임

17일(화) 자연지기 2018-7호 발송

18일(수) 고준위핵폐기장 호남권 공대위 회의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2호 REC계약 접수

19일(수)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직원 OB모임

20일(금) 기업과 함께하는 고아주천 하천정화활동 - (주)사노피_아벤티스 코리아

21일(토) 48주년 지구의 날 ‘하늘색을 돌려주세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대응 캠페인, 지구의 날 자원순환 캠페인

22일(일) 어린이 자연나들이 ‘평촌마을 자연지기’

24일(화) 용용씨 정기모임

25일(수)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협약식-농성1동

        고준위핵폐기물정책대응 6차 전국회의

26일(목) 금강 공주보, 백제보 답사 및 퇴적토 조사 (민관합동)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참석 : 대전

27일(금) 지구의 날 평가회

28일(토) 회원 봄나들이 (보성)

30일(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분과(에너지) 간담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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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수) 생활·화학제품(스프레이) 모니터링 및 안전성강화 캠페인  

       공원일몰 관련 ‘민관거버넌스’ 합의내용 발표 (광주시청 브리핑룸)

3일(목) 집행위원회 / 자연지기 2018-8호 발송 /브랜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8일(화) 민관거버넌스 발표 이후 도시공원 대책 회의

       에너지시민연대지역간담회 참여

10일(목) 6.13지방선거 관련, 광주시장 후보에게 삶의 질, 안전,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정

책 제안 

11일(금) 두바퀴 수호천사- 영산강변 쓰레기조사 및 정화활동

13일(일) 어린이 자연나들이 ‘평촌마을 자연지기’/ 물 한방울 흙 한줌 오월길 답사

15일(화) 시사모 정기모임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출범 및 내부워크숍(서울)

        서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평가회의 참여

15일(화)~16일(수) 한·중·일 기후환경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17일(목)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모임 및 영산강 조사(극락교~ 승촌보)

         NO2조사 결과공유 및 보완간담회 참여

18일(금) 민관합동워크숍 회의 / 영산강금강 민관합동조사 회의/ 북부순환도로 대

응 회의

24일(목) 한빛원전3,4호기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참여

24일(목)~25일(금) 광주 대기질조사

25일(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네트워크 논의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회

27일(일) 텃논 프로젝트 첫 만남  / 모래톱 광주천 답사

        자원순환 카페 운영 및 시민교육 회의 주최

29일(화) 도시교통공공성포럼- 어린이 교통안전 대안 찾기

30일(수) 곡성 폐기물처리공장 허가취소 기자회견

31일(목)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성명 발표

[6월]

5일(화) 플라스틱 일회용품 저감 캠페인

       4대강 보 상시개방에 대한 논평 발표

6일(수) 물흙-모내기

7일(목) 집행위원회

9일(토) 시사모 정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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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일) 자연나들이(평촌마을), 하천 및 야생동물 수호천사 청소년 교육(실내), 

       텃논프로젝트

14일(목)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집행위원회 참여

17일(일) 물흙-중외공원 등 문화답사,         

        하천 및 야생동물 수호천사 청소년대상 교육 (실내)

19일(화) 자연지기 발송

20일(수) 지혜학교 에너지교육

        도시원위원회 회의 방청

22일(금) 영산강 정화활동 – 두바퀴 수호천사

23일(토)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 답사)

24일(일) 텃논프로젝트, 하천 및 야생동물 수호천사 청소년대상 교육 (현장)

27일(수)  물·하천 복원 간담회(동계천), 지혜학교 에너지교육

28일(목) 찾아가는 재활용 시민교육

        광주혁신위원회, 광주천 문화물길 조성 구상 발표에 따른 논평 발표

29일(금) 3차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네트워크 포럼 참여

[7월]

2일(일)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

2일(월)~6일(금) 기아자동차 생태문화기행

3일(화) 플라스틱 ZERO 캠페인(광주시내)

       중앙공원지킴이 모임 회의 참석

4일(수) 지역에너지전환 세미나 참여

5일(목) 집행위원회, 한빛3,4호기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및 감사청구접수 

8일(일) 텃논프로젝트 3차시(야생동물 방범장치 설치)

10일(화) 흑산도 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시사모 정기모임

11일(수) 환경통신원 모임(자전거라이딩, 녹색캠페인), 자연지기 발송 2018-11호

11일(수)~13일(금) 기후환경산업전 체험부스(미세먼지, 자원순환)

12일(목) 찾아가는 재활용 시민교육

14일(토)~18일(수) 제6회 동아시아기후포럼-동아시아, 탈 석탄·에너지전환의 주역으로 

(중국 시안)

17일(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문 발표

19일(목) 국립공원위원회 흑산 공항 부결 촉구 기자회견, 통합물관리 포럼 회의

        자원순환 캠페인

20일(금) 영산강 보개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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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산도 공항 심의에 대한 논평 발표

22일(일) 텃논프로젝트 4차시(논 생물조사)

24일(화) 영산강 보개방 모니터링, 미세먼지 교육 및 공기청정기 만들기

26일(목) 영산강 보 개방 수질, 하천 퇴적토 조사/미세먼지 교육 및 공기청정기 만들기

30일(월) 자연지기 발송 2018-12호

31일(화) 자원순환캠페인

[8월]

2일(목) 집행위원회(서면보고)

7일(화) 2018 ‘잃어버린 도심 물길 찾기’ 복개하천 실태조사

      용용씨(정기모임), 자연지기 발송 2018-13호

10일(금)~11일(토) 강의 날 대회

14일(화) 도시교통공공성포럼 준비회의

19일(일) 물 한방울 흙 한줌(광주극장), 텃논프로젝트 5차시

20일(월)~22일(수) 영산강 쓰레기 조사 및 정화활동

21일(화) 자연지기 발송 2018-14호

22일(수) 자연 순환 체계구축 사업 중간보고회 - 용산역

23일(목) 환경운동연합탈핵위원회 - 광주시청

25일(토)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

26일(일)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현장 투어, 자연나들이 평촌마을 반디산책

29일(수) 무등산 장불재 친환경버스 운행 관련 대응 성명발표 

31일(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제2회 시민태양광교실

[9월]

4일(화)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한빛4호기 대응 간담회

5일(수) 미세먼지 전문가 T/F회의

6일(목) 집행위원회 / 자원순환의 날 캠페인 

9일(일) 텃논프로젝트_쌀 한 톨의 우주

11일(화)~18일(화) 광주 카페 일회용품 사용실태조사 

12일(수) 한빛원전4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서울 기자회견

14일(금) 시사모 정기모임 

15일(토) 생활하수 하천 유입 현장 고발

16일(일) 자연나들이, 모래톱 반딧불이체험, 물 한방울 흙 한줌 별자리이야기

18일(화) 한빛원전4호기 폐쇄 촉구 서명운동 및 탈핵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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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 공공성 포럼 

19일(수) 지역에너지전환을  정책세미나(수송)

20일(목)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논평 발표

21일(금) 자연지기 발송 / 분리배출개선 및 자원순환 활성화 회의 

28일(금) 광주광역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사업 회의 참석

        30주년 활동백서 발간 준비회의

[10월]

1일(월) 30주년 활동백서 발간 준비 회의

2일(화) 한빛원전4호기 폐쇄 촉구 서명운동 및 탈핵 캠페인

2일(화)~3일(수)  광주 대기질(NO2) 조사

4일(목) 집행위원회

8일(월) 자연지기 발송

       목포-제주 해저터널사업에 관한 성명 발표

9일(화) 영산강 정화활동

10일(수)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작은 시상식

12일(금) 공공기관 분리배출함 개선활동 캠페인 - 서구문화센터

13일(토)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장상담나눔센터 운영

        자원순환 홍보부스 운영 매주 토요일(13일, 20일, 27일) 3회

15일(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 수피아여자중학교

16일(화) 탈핵 캠페인

19일(금) 세계인권도시포럼 ‘포용도시-생물다양성과 도시 미래 ’ 주관

         광주전남 임위원 활동가 수련회 ( ~ 20일, 여수)

21일(일) 자연나들이 평촌마을, 물 한방울 흙 한줌 가을 자전거 답사

        텃논프로젝트‘쌀 한 톨의 우주’

22일(월) 자연지기 발송, ‘도시재생과 에너지재생’ 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 간담회

23일(화) 에너지전환 간담회

        영산강 거버넌스 구성 논의 회의

        광주시민발전협동조합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장기계약체결(한국FIT)

24일(수) 지역에너지전환과 고용효과

26일(금) 시사모 모임

        영산강 수문개방 관련 대책 회의

27일(토) 2018 회원체육대회 + 기후보호 캠페인 -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운동장

28일(일) 모래톱 정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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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착오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집 중단요구 성명 발표

30일(화) 탈핵 캠페인

        중앙공원 지키기 토론회 참여

        광주여자대학교 탈핵교육 - 한국핵발전의 현황과 전망

31일(수) 죽산보개방 환영 연대 성명 발표

        도시교통공공성 포럼 보행권 조례 논의 간담회

[11월]

1일(목) DIY 공기청정기 만들기 - 하남복지관

4일(일) 민간공원특례사업, 광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한 논평 발표

5일(월)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 준비회의 

8일(목) 집행위원회/ 기아자동차 악취방지협의체 회의

       세계인권도시포럼 평가회의

11일(일) 자연지기 발송

13일(화) 용용씨 정기모임  

13일(화)~14일(수) 광주 대기질(NO2) 조사 2차

16일(금) 전남 탈핵교육 평가 및 계획 워크숍 참여

        활동가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17일(토)~18일(일) 자연나들이 평촌마을 탐구생활

18일(일) 물 한방울 흙 한줌-무등산역사길걷기

20일(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최종보고회 - 용산역 회의실

21일(화) 자연지기 발송

23일(금) 학교 석면해체 합동 모니터링단 교육

24일(토) 모래톱 정기모임(양유교 ~ 유촌교)

27일(화) 광주천 정화활동(송원여고)/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관련 간담회

28일(수)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협치조례 제정 간담회 

29일(목)~30일(금)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에너지복지활동(하남 주공)

                 장성 황룡강 둔치 골프장 조성 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30일(금) 용용씨 정기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후원의 밤 참석

[12월]

2일(일) 텃논프로젝트 졸장벼 도정 및 배분

5일(수) 30주년 기념 백서 발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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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목) 집행위원회/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에너지복지활동(난방 뽁뽁이. 금호시영3단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 요구 성명 발표 

8일(토) 환경연합 전국대표자 회의

11일(화) 자연지기 발송 / 용용씨 정기모임(평가회의)

        광주천 두물머리 체육시설개발에 대한 논평 발표

12일(수) 하천 정화활동(수호천사) ‘광주천 답사’- 송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13일(목) 시사모 정기모임

        라돈측정기‘라돈아이’ 대여 - 지속적으로 예약 순에 맞춰 대여

16일(일) 물 한방울 흙 한줌 정기모임

17일(월) 광산구 난방뽁뽁이 부착 활동(연대)

19일(수) 나주혁신도시 악취 저감 토론회

20일(목) 광주환경운동연합·한국환경공단·광주환경공단 업무협약체결 

21일(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8사업총보고회 참석

22일(토) 모래톱 송년간담회

24일(월) 자연지기 발송 

25일(화)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31일(월) 사업평가 및 계획 회의.  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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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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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 안

[ ]

감사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정관 제15조 제2호에 따라 2018년 事業 감

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감사를 위하여, 2018년 정기총회 자료집, 집행위원회 회의자

료, 사업 보고서 및 활동에 따른 생산 자료집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계획을 보면, □중점사업으로 ① 회원 참여·조직 강화 사업 ②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환 ③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연속사업으로 ①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②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③ 생태도시 만들기 ⑦전국 및 지역 연대  □브랜드사업 그리고 □특별

사업을  순차 제시하였는바, 주요 사업계획별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점사업

[회원 참여 및 조직 강화 사업][환경교육시스템 구축]

중점사업 있었음에도 회원확대 폭이 크지 않는 해였습니다. 회비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회원관리 사업에 대한 집중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진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회원과 함께

하는 기행, 체육대회 개최 등 회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은 긍정적

입니다. 환경연합 활동에 대한 시민 관심, 환경운동 참여 방안을 환경연합의 중점 및 연속

사업 등 일련의 과업 과정에 반영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어린이 교육과 텃논프로그램, 쓰레기문제에 접근한 자원순환 교육 등 활

발한 교육사업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당해에 달성은 못했지만 환경교육센터 창립 등 체

계적 교육을 목표를 하는 만큼 후속 노력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환, 탈핵] 지난해 감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연합 활동가가 

겸임하면서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례로써,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

년에도 실시한 태양광교실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자발적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지속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

며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도 좋겠습니다. 심각한 폭염 등 기후변화 문제가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이에 대한 정책 견인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연속사업, 브랜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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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영산강 살리기] ‘복개하천 및 하천자연도 조사 자료집’ 등 전년과 같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조사에 따른 자료 구축은 실증자료로써 활용의미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후속 활동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구축은 활용 목적을 함께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4대강사업 문제 바

로잡기, 영산강 재자연화 활동이 2019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생태도시 만들기]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 사업자에 의한 난개발을 막고 도시공공성 강화를 위

한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다른 시민단체, 공원지킴이 모임과 연대한 활동, 전문가

와의 협력, 우선사업자선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공공성포럼운영을 비롯한  민선7기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보행권 등의 정

책을 주제로 논의한 과정이 향후 구체적 성과로 이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화두입니다. 도심 속 빈집의 활용 방안, 성공적 활용 사례들과 같이 시민들

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연구해 보는 것도 다시 제안 드립니다. 획일적인 개발이 아

니라 지역별, 마을별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시민들과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시민들은 불안

합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석면,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라돈 측정기 대여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한 주제로 활동

한 사례가 눈에 띕니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및 브랜드사업]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활동과 인식 확산은 긍정적으

로 평가됩니다. 실지 일회용품을 안씨는 실천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필요성과 가능성을 

사회에 이해시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동을 지속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문화로 정착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총평

- 임위원 활동가, 회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적은 활동가 인력으로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활동 자체로 환경운동연합 2018년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점사업

으로 목표를 세운 내용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이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상도 보였으면 합니다. 사업 분야별 목표를 

단기(1년 내), 중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활동성과를 함께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유동성 유연성을 감

안하며 활동 가짓수가 아닌 단계적 성과, 변화 견인 등의 질적 성과도 늘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대선과 정권교체, 2018년 지방선거 등 정치 및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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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시 혹은 견인하는 역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은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내외적 큰 변화, 환경운동과 환경연합을 되돌아 볼 기

회를 가질 시기입니다. 환경연합이 시민 속에서 더욱 성숙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회계부문]

2018년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장부와 현금 및 자산, 통장별 

잔액, 특별회계, 기부금 총액과 신고 사항, 세무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산대비 결산 내역, 전년 비교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잘 수용되어 회계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

사를 통한 세무신고(협력) 등의 제반 사항이 안정적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연합 사무실 마련을 위한 준비 등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노력도 긍정적입니다.

재정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회비 및 기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회비의 경우, 

감소 추세로 보입니다. 회원 가입·탈퇴 추이 분석을 통해, 회원유출을 막고 회원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안정화는 결국 시민 기부(회비)가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9년 사업방향에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출부에서 2018년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 대비 다소 상회한 항목이 있었습니

다. 집행위원회에서 예비비를 해당 항목으로 변경 승인 하는 등의 절차로 총회 결의사항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예산대비 결산에서 달성률이 높지 않은 부

분이 있습니다. 과잉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격차 이유를 잘 파악하여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에 참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로서 재정건전성, 투명성을 위해 계속 애써주실 것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재정 대비 많은 사업 활동이 있었습니다. 임위원 활동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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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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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직화사업

사업목적

- 적극적인 회원참여활동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 회원확대를 통한 조직 건강성 확보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배가활동

- 교육사업과 연계한 회원참여프로그램 운영, 지역 및 회원모임 활성화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회원들과의 소통

□ 사업내용

1. 회원 및 회비현황

1) 회원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 명)

회원 수 회비납부방법 회원 수
개인회원(회비 5천원)

1382 자동이체 1487
개인회원(회비 1만원 이상)
가족회원 58

GIRO 14
단체, 기업회원 9
어린이청소년회원 (2천원~3천원) 100 통장ㆍ직접납부 52
평생회원 (1~2백만원 / 1회 이상) 44 기타 40
계 1,593 계 1,593

2) 회비현황

    (단위 : 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원) 12,760,000 11,829,000 12,979,000 11,893,000 12,929,000 12,414,000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원) 12,543,000 12,110,000 11,484,000 12,479,000 13,136,000 14,379,400

* 후원금을 제외한 회비 총액 : 150,93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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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운영

1) 회원나들이 

ㆍ기간 : 4월 28일(토) / 10:30 ~ 17:30 / 화순 능주

ㆍ주제 : 화순 능주 기차 나들이 

ㆍ내용 : 화순 능주 탐방 / 회원 20여명 참석

- 능주역, 지석강 영벽정 , 조광조 유배지, 능주향교 등 화순 능주지역 문화체험

2) 회원확대캠페인

ㆍ기간 : 9~10월

ㆍ주제 : 2018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ㆍ내용 : 

- 회원위원회, 집행위원회 중심으로 회원확대를 위한 회원 배가활동 실시. 

광주환경연합의 활동내용을 소개하며 회원가입을 요청하는 거리캠페인 1회 진행

- 회원확대 캠페인 기간 중 28명 신규 회원 가입 (2018년 신규회원 가입 83명)

3) 회원체육대회

ㆍ기간 : 10월 27일(토) / 12:00 ~ 16:30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운동장

ㆍ주제 : 지구를 살리는 1.5℃ 광주를 살리는 1.5℃

ㆍ내용 : 2018 회원체육대회 및 기후보호캠페인 / 회원 150여명 참석

- 회원 가족과 한 자리에 모여 협동심을 기르고 회원들 간 친목 도모.

- 1.5℃ 낮추기 퍼포먼스

4) 후원의 밤 행사 개최

ㆍ기간 : 11월 28일(토) / 18:30 ~ 20:30 / 동구 수자타 2층 연회장

ㆍ주제 : 지속가능· 자원순환· 초록연대

ㆍ내용 : 2018 후원의 밤 행사 및 자원순환 캠페인

- 기념식, 축하공연, 만찬, 자원순환 퍼포먼스

-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도전후기 공유

3. 홍보활동 및 조직강화사업

 1) 소식지 ‘밝은 삶 맑은 터’ 발행 및 발송

ㆍ기간 : 1월 ~ 12월 (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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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단체 활동과 회원소식을 알리는 회원소식지 격월 발행 및 발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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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에게 매다 발송

 3) 웹 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ㆍ기간 : 1월 ~ 12월 (총 17회)

ㆍ내용 : 활동소식, 공지사항, 전국의 환경이슈 등을 회원에게 알리고, 환경이슈·현안과 

주요 행사 등 활동내용을 웹메일 형태로 회원들에게 수시 발송

 4)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운영

ㆍ기간 : 연중

ㆍ내용 : 활동소식 및 활동자료를 회원,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SNS, 홈페이지 활용

□ 사업평가

- 신규 회원의 숫자와 회비 수입 모두 감소. 집중적인 회원확대와 회원관리가 절실. 

- 회원확대와 더불어 기존회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소통방안 마련 요구

- 회원참여사업과 회원모임 활성화 등 회원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일부는 미실시 되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

1. 한방울 흙 한줌

□ 활동목적 

- 생태문화 답사로 가족단위 회원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환경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함양으로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

□ 활동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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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셋째 주 일요일 정기모임 개최, 가족단위 생태답사 진행

□ 활동내용

1)일자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2)내용 : 

- ‘광주 이짝저짝-구석구석을 돌아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답사

- 매월 주제에 따라 담당회원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

- 15개 가족, 약 40명 참여

연번 일자 장소 주제

1

2월 

3일(토)~4

일(일)

전남대 장성수련원
, 활동보고 및 

계획논의

2 3월 18일(일) 사직공원, 양림동 광주근대역사탐방

3 4월 15일(일) 무등산 무등산 옛길답사

4 5월 13일(일)
광산구오월길, 

금남로
윤상원생가 등 오월길 답사

5 6월 17일(일) 중외공원 박물관 관람 등 문화답사

6 8월 19일(일) 광주극장, 충장로 영화관람과 맛집투어

7 9월 16일(일) 무등산 평촌마을 반디산책, 별자리이야기

8 10월 21일(일) 영산강 자전거길 가을자전거기행

9 11월 18일(일) 무등산 무돌길 무등산 무돌길걷기

10 12월 16일(일) 일곡지구 우리동네 앞산, 뒷산 걷기

2.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활동목적

- 광주천·지류하천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을 통한 하천 살리기

-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활동으로 하천 보전의식 확산

□ 활동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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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주 토요일, 광주천·지류하천 답사 및 모니터링 진행

□ 활동내용

- 모래톱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매월 정기모임 프로그램 진행

- 광주천과 지류하천 답사 및 모니터링 진행.

* 정기모임 일시 넷째 주 토요일

월 주  제 이끄미 내    용

1. 20 정기총회 2018년 활동계획안 발의, 수만리너와나목장

2. 25 광주천답사 제2수원지~용추폭포 답사

3. 24 서창천 조어진 서창천답사

4. 29 평동천 김홍숙 평동천답사

5. 26 1구간 홍기혁
교동교~원지교 (mbc더불어삽시다 캠페인 

촬영)

6. 23 2구간 조어진 원지교~양유교

8. 25 황룡강 김홍숙 선운습지

9. 16 무등산 임여훈 평촌마을 반디공원

10.27 체육대회 환경운동연합 체육대회

11.25 3구간 홍기혁 양유교~유촌교

12.23 이야기마당 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구간별 정기모니터링

- 1구간 (교동교 ~ 원지교) : 1회

- 2구간 (원지교 ~ 양유교) : 7회

- 3구간 (양유교~ 유촌교) : 1회

- 4구간 (유촌교 ~ 영산강): 3회

3.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10여명 회원 참여

- 매월 1회 정례 모임. 시를 중심으로 한 문학작품 소개와 감상

- 시 읽기 외에 영화, 시문화제 등 관람 및 친목 도모

- 환경연합 주요 행사 참여, 환경연합 행사에서 시낭송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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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곡·양산 회원모임

 - 봄나들이

 ·일자 : 4월 29일(일)

 ·장소 : 전북 순창

 ·내용 : 봄나물 채취, 마을나들이

 - 가을나들이 

 ·일자 : 10월 11일(일) 

 ·장소 : 전북 순창

 ·내용 : 가을걷이, 밤 따기

5. 자원순환시민강사단 용용C

- 매월 정기ㆍ정례 모임 개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자원순환교육활동 진행 

- 자원순환 시민 강사단 10여명 활동중 (2018년 약 100회)

6. 환경통신원·녹색감시단

  - 녹색캠페인 및 월 정례 모임

 ·일자 : 4월 14일(토) / 7월 11일(수)

 ·내용 : ‘녹색교통은 하늘 지키기, 1회용품 안쓰기는 바다 지키기’캠페인

[ , 자문회의, 지도위원 모임]
1. 집행위원회 

- 월 1회 정례회의(매월 첫 번째 목요일) 개최

- 각 위원은 회원, 재정, 인사, 기획, 홍보 등 위원회 참여

2. 광주환경운동연합 OB모임(자문회의)

- 일자: 4월 18일(수) - 황칠나라, 9월 11일(화) - 장덕동, 12월 27일(목) - 한국안전원

- 성원: 이근우 고문 등 전 임위원, 활동가로 구성. 매 7~1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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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별 1회씩 모임 진행. 친목 도모와 환경연합 상시 활동 비롯한 시민운동 자

문과 지원을 목적으로 모임 진행. 지역 환경, 사회 이슈 등 다양한 의제 공유 및 소통. 

3. 각 위원회

- 회원위원회(회원확대, 회원체육대회 등 회원 사업), 재정위원회(후원의 밤 등 재정사

업), 인사위원회, 편집위원회(밝은 삶, 맑은 터) 등 운영

4. 지도위원

 - 정기 모임을 갖지 못함

[창립 30주년 특별사업- 30주년 백서 발간 준비 등]
- 2019년 3월 19일, 창립 30주년. 

- 기념사업 및 30년활동 백서 발간을 윈한 준비위 구성

- 30주년 백서발간 준비위원 : 박태규, 정용식, 박미경, 이채연, 박병섭, 이종우, 이경희, 

최지현 

-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 : 최홍엽, 국윤주, 선종덕 외

- 2019년 6월 기념 행사 및 백서발간을 준비 활동. 

 활동사진

4월 28일 회원나들이 10월 27일, 회원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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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육 

□ 사업목적

-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체계화 된 환경교육 

- 환경교육을 통해 회원, 시민과 소통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 교육을 통한 반성과 실천.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 

□ 사업개요

- 무등산 권역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의 가능성 제고

- 환경교육을 통해 회원, 시민과 소통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 사업내용

1.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1) 텃논프로젝트 - ‘쌀 한 톨의 우주’

ㆍ기간 : 2018. 05. 27 ~ 2018. 12. 02

ㆍ장소 : 무등산 충민사 , 멧돼지논(북구 화암동 17-1), 맑똥 작은 정미소(대인시장)

ㆍ인원 : 청소년 포함 3~4인 가족 8개 가족. 총 28명

ㆍ내용 : 토종벼 육성 체험교육 , 논·습지 생태교육

- 세부프로그램

일자 주제 내용

텃논육성

프로그램

쌀한톨의

우주

5/27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 텃논 현장답사
6/10  손 모내기 손 모내기
6/23  김매기Ⅰ 청소솔로 논바닥 문지르기
7/8  김매기Ⅱ 야생동물 방범장치 제작 및 설치
7/22 논생물조사Ⅰ(수서생물) 논에 사는 수서생물 채집·관찰·기록
8/19  무등산계곡물놀이 무등산생태해설 및 종자교육
9/9  논생물조사Ⅱ(곤충) 논에 사는 곤충 채집·관찰·기록

10/14  벼 베기 벼 베기, 볏짚 말리기
10/28  탈곡 재래식 탈곡(재래식 탈곡기, 풍구)
12/2  도정, 마무리 도정, 소감나누기

2) 왕버들마을 생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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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8. 4. 22 ~ 2018. 11. 18

- 상반기 ‘평촌마을 자연지기’  (4월~6월 , 월 1회, 총 3회)

- 테마프로그램 ‘ 평촌마을 반디산책’ (8~9월, 총 2회)

- 하반기 ‘평촌마을 탐구생활’ (9월~11월, 월 1회, 총 3회)

ㆍ장소 : 평촌마을(북구 평촌길 15), 광주호 호수생태원, 

ㆍ인원 : 초등학생/ 청소년 포함 3~4인 가족 8개 가족 등. 총 131명

- 상반기 ‘평촌마을 자연지기’  28명 x 3회, 

- 평촌마을 반디산책 1회 33명 / 2회 46명 

- 하반기 ‘평촌마을 탐구생활’ 24명 x3회 

ㆍ내용 : 자연놀이, 생태체험교육

- 세부 프로그램

일자 주제 내용

평촌마을

자연지기

4/22  평촌마을 마을지기 오리엔테이션, 마을지도그리기

5/13  평촌마을 산지기 노거수 관찰하기, 숲체험, 자연놀이

6/10  평촌마을 가람지기 증암천 수생식물, 수서곤충 관찰

평촌마을

반디산책

8/25  반딧불이 체험교육 반딧불이 교육, 관찰, 서식지 도보답사

9/1  반딧불이 체험교육 반딧불이 교육, 관찰, 서식지 도보답사

평촌마을

탐구생활

9/16  평촌마을 탐구생활Ⅰ 도자기 체험, 가을생태놀이

10/21  평촌마을 탐구생활Ⅱ 호수생태원 탐방, 김덕령 생가터 방문

11/17~18 평촌마을 탐구생활Ⅲ 마을 벽화그리기 등 체험활동

2. 자원순환교육 및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용용C 운영

1)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용용C 정기모임

ㆍ기간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정기모임

ㆍ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2)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등록

ㆍ기간 : 3월~11월

ㆍ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ㆍ내용 : 환경부 

3.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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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회의 : 7월 6일

- 내용 : 상반기 환경연합 교육활동 보고 및 하반기 교육활동 의견 청취

□ 사업평가

- 2018년에 환경교육센터 창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준비모임에서 진척되지 못함

- 이후 지속가능성, 체계화, 다양화, 확장성을 위한 교육센터 추진 필요

- 어린이교육, 텃논프로그램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다만 추후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프

로그램,  우리단체의 환경운동 주제와의 연계성 등을 평가해야 함. 

- 자원순환 교육이 100회 이상 진행되었고, 자원순환 용용C 프로그램이 환경부 환경부인증을 받는 

등 안정화, 체계화 되었음.

- 교육인력양성, 기존 강사진의 심화 교육 등 강사인력풀 강화 필요 함.

 활동사진

용용C, 자원순환 교실 쌀 한 톨의 우주, 텃논 프로그램



- 25 -

기후에너지 

[ ]

사업목적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

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사업개요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설 및 2호기 운영

- 광주햇빛협동조합 활성화

□ 사업내용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 2호기 운영 

 가.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 규모 : 100kw 

  - 장소 : 광주그린카진흥원 옥상(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5)

  - 2018년 발전용량 : 130,720kwh

 나. 광주시민햇빛발전소 2호 

  - 규모 : 20kw

  - 장소 : 지혜학교 기숙사 옥상(광산구 내등길 16)

  - 2018년 발전용량 : 24,657kwh

 다.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REC　장기계약

  - 계약기간 : 20년 

  - 계약대상 : 한국중부발전

  - 의미 : 한국FIT가 적용된 안정된 가격으로 전력판매 

2.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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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소년 에너지교육

   - 일시 : 2018년 3월28일(수) ~ 5월23일(수) 14:35~15:50 / 총6회

  -  참가 : 지혜학교 1,2학년 10명

  -  내용 : 태양광충전배터리만들기 DIY  

 나. 태양광교실

 - 목적 : 기후변화대응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이해와 세부 

          설치방안 교육

 - 일자 : 2018년 8월 31일(금) 09:30~15:00

 - 장소 : 광주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 참가인원 : 광주시민 40명

 - 내용 

   · 1강 :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_ 정인봉 (환경운동가, 예술가)

   · 2강 : 태양광발전 시설의 이해_ 최광진 기술사(진광엔지니어링 대표)

   · 3강 : 태양광발전 시공(주택용, 사업용)과 유지관리_최광진 기술사(진광엔지니어링 대표)

   · 4강 : 태양광발전 허가절차와 지원정책_이규태(한국에너지공단 총괄팀장)

   · 5강 : 마을에너지협동조합 운영사례_김종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6강 : 협동조합의 설립방법과 철학_윤봉란 센터장(사회적협동조합 살림)

3. 기타활동

 가. 이사회 : 이사 12명

  - 일정 : 분기별 개최

  - 장소 : 광주NGO센터 회의실 등

  - 내용 :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사항 전반

□ 사업평가

- 시민발전소 설립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델제시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 2호기’를 운영으로 조합원 활동기반과 지속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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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에 하나인 경제활동으로 매출이 발생. 경제조직의 목적 달성

- 조합원의 날, 교육 등 조합원 참여 활동 확대 필요

[ 및 에너지 전환운동]

사업목적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조례, 시민활동 기반 마련

-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 내 과제들을 적그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활동 

- 개인, 주민조직, 마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활동

□ 사업내용

1. 제6회 동아시아기후포럼 

 - 기 간 : 2018년 7월 14일(토) ~ 18일(수) 4박 5일

 - 장 소 : 중국 서안 

 - 한국 참가 : 기후환경에너지활동가, 전문가, 관련단체 회원 등 12명

 - 주 최 :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한·중·일)

 - 주 관 : 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중국),광주환경운동연합(한국),동아시아환경정보센터(일본) 

 - 주요 내용

  ·기조발제1.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사례와 전망

  ·기조발제2.동아시아(한·중·일) 탈 석탄 보고서

  ·기조발제3.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기후변화교육

  ·발표1. 녹색개발, 기후변화 연구와 행동

  ·발표2. 기후변화와 녹색펀드투자

  ·발표3. 파리협약이후 지자체협약이행의 방향

  ·발표4.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대응활동「한·중·일 공동 보고서」작성과 향후 활용방향

□  사업평가

  -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연대로 동아시아의 기후, 에너지문제 공동대응과 

활동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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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동아시아 석탄보고서 작성. cop24 회의에서 발표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주최로 한·중·일 기후변화 교육워크숍 첫 진행. 교육내용과 

    인적교류를 통한 기후변화교육 활동 모색

  -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활동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로드맵 필요. 

2. 지역에너지전환 정책 토론회

  가. 도시재생과 에너지재생 

    - 일시 : 2018년 10월 22일(월) 14시

    - 장소 : NGO센터

    - 내용

     ·기조발제 : 에너지 재생의 관점으로 보는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시민의식조사결과 공유

     ·자유토론

 

  나. 재생에너지와 고용효과

    -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14시

    - 장소 : NGO센터

    - 내용

     ·기조발제 : 녹색일자리 현황과 제언 / 심층분석연구

     ·자유토론

  다. 재생에너지 이동식 상담소 

   - 일자 : 2018년 9월29일(토), 10월9일(토), 10월13일(토)

   - 장소 : 나눔 장터(광주시청앞), 푸른광주의날(광주 시청앞), 마을축제(수완피오레)

   - 내용 

     · 재생에너지Q&A

     · 태양광발전소 지원제도 및 방법  : 베란다태양광, 주택용태양광지원사업 등

     · 에너지협동조합 사례 등 

  라. 도시재생에너지 시민의식조사

   - 기간 : 2018년 10월 1일~15일

   - 대상 : 시민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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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생에너지 사용경험, 인식조사

   - 주요결과 

     · 재생에너지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응답자가 91%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재생 에너지에 대해 일반 시민들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

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인 답변이 많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반 시민들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경제적 이유로 접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조사에서는 

의외로 공익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나 환경보전과 연계

해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음

□ 사업평가

  -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재생, 고용효과 등 다양한 의제를 제시

  - 지역에너전환을 위한 에너지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에너지 활동역량 

    결집

  - 마을에너지발전소, 에너지협동조합확대를 위한 준비 부족

  - 광주광역시의 미비한 에너지전환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필요

 활동사진

동아시아기후포럼 동아시아기후포럼

탈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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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1.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가. 3.11 후쿠시마 7주기 행사

   - 일시 : 2018월 3월 22일

   - 장소 : 광주충장우체국, 광주시내일대

   - 참석 : 탈핵활동가 및 시민 50여명

   - 내용

     · 3.11 후쿠시마 7주기 성명서 낭독

     · 탈핵 퍼포먼스 및 거리행진

  나. 캠페인

일자 장소 주제

9월 18일 충장로 우체국앞 한빛원전4호기 조기폐쇄 및 탈핵

10월 2일 충장로 우체국앞 한빛원전4호기 조기폐쇄 및 탈핵

10월 16일 충장로 우체국앞 한빛원전4호기 조기폐쇄 및 탈핵

10월 30일 충장로 우체국앞 한빛원전4호기 조기폐쇄 및 탈핵

 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 일자 : 2018년 6월 26일(화)~27일(수)

   - 구간 : 광산구

2. 한빛원전 폐쇄운동

 가. 한빛원전3,4호기 국민감사청구 활동

   - 목적 : 한빛원전3,4호기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

   - 활동연혁

    ·18.5.24 -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18.5.24~6.25 – 국민감사청구인 400명 모집

    ·18.7.5 – 국민감사청구 : 감사원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나. 한빛원전4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서울 기자회견

  - 일자 : 2018년 9월 12일(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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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내용 :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공극조사결과 심각한 문제 발견. 한빛원전4호기 

           조기폐쇄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원안위 전달

 

3.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대응활동

  - 활동배경 : 박근혜 정부는 반핵 및 시민환경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출범·운영(2013. 10~2015. 6)했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최종 결과물을‘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으로 산자부에 제출

(2015년 6월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6. 11, 이하 고준위 정부법안)’을 정부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박

근혜 정부가 발의한 ‘고준위 정부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

고,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

- 활동목적 :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대응 활동, 고준위핵폐기물 위험성 홍보활동 등

- 활동내용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결성(18.5.15) : 환경연합 외 16개 단체 및 정당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순회간담회 실시 : 영광, 울산, 울진, 경주, 부산 등

  · 고준위핵폐기물 홍보물 제작 : 고준위핵폐기물 Q&A 20가지

  · 고준위핵폐기물 대응 토론회(18.10월) :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준비단 쟁점 

  ·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대응활동  

□ 사업평가   

  - 적극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대응

  - 핵발전소의 위험성,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등 지역 내 에너지전환을 위한 여론 확대

  - 핵발전소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민실천 활동 필요

□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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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7주기행사 탈핵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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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 시민이 도시정책 및 관리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구의 날 기념행사 

□ 사업내용 

1. 도시교통 공공성 포럼 운영

1) 개요

- 장애인, 여성, 청소년, 환경단체, 교통방송 등과 도시교통공공성 포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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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도시교통 정책의 개선을 위해 매월 1차례 도시교통공공성포럼 개최

- 교통약자의 시각에서 도시교통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2)추진내용

 ①토론회‘무인운영 광주지하철 2호선 안전한가?’토론회

  - 일시 : 2월 27일(화) 오후2시

  - 장소 : 광주NGO센터 자치홀

  - 발표 

     � 광주 지하철 2호선, 모두에게 편리한가?_김광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지부 과장

     � 지하철 무인역사에서 유인역사로 운영전환 사례 _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좌장_유우상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②토론회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도시교통 공공성 확대 방안’

  - 일시: 4월 16일(월)오후2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

  - 발표: 

   �‘국내 도시 사례로 살펴본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도시의 변화’_홍경구 단국대 교수

  �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도로다이어트 시행 방안_이상준 동신대 교수

  - 토론 :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최성배 광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상담가, 

박경환 전남대학교 교수,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문창용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팀장 

  - 좌장 : 정봉헌 전남대 교수

③ 토론회_생명 속도 30, 어린이교통안전 대안 찾기 

 - 일시 : 5월 29일(화) 오후3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

 - 발표 

   �학교 앞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사례(농성초)_김선희 농성초 교사

   �학교 앞 보행자 전용도로의 사례(서석초)_박홍근 건축사

   �광주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및 문제점_변정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 

팀장

 - 발제 : 어린이 교통안전의 선진사례와 나아갈 방향_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④ 간담회_민선7기, 어린이교통안전과 보행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일시: 9월 18일(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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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

 - 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 보행권 중심으로 한 교통 약자, 취약 층에 대한 민선7기 방향을 의제

로 논의.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사무관 및 주무관  등 행정실무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이

상준 동신대학교 교수 그리고 광주환경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지속협, (사)푸른길 등 참석 

2. 모두를 위한 광주 도시지기 양성 교육

 1) 기간 : 1월~ 2월 (2017년 12월 ~ 2018년 2월)

 2) 개요 : 도시개발 및 관리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 모니터링단 양성

 - 목적: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참관 및 평가, 주요 도시개발사

업에 대한 심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도시지기 양성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① 도시계획, 도시공원, 경관 일반 ② 아파트, 살(Living)집인가? 살

(Buying) 집인가? 등

3.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1) 내용

-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 전개 : 중앙공원, 일곡공원 등 공원지킴이들과 연대활동 진행

- 25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공공성강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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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요 활동

 ① 공원일몰제 대응 민관거버넌스 참여

  - 5월 2일. 민관거버넌스 결의 내용 발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 수립(재정공원 등)

   :민간공원 2단계 공공성 확보 방안 

   : 비공원시설 축소로 경관 및 공원 훼손 최소화 방안

   : 원형 녹지 보전 지역 시민의견 수렴 개발 방안 

 ② 민간공원특례사업 공공성 제고, 시민참여 운동

- 4월 12일,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 

- 5월 18일, 공원일몰 대비 민관거버넌스 결과 및 2단계 특례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

- 5월 3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발표

- 6월 20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시민 방청 촉구

- 10월 28일 [성명]민간공원 1단계 시행착오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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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라. 

- 11월 4일 [논평]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광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하여 

4. 도시계획 도시관리

1)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광주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방향 토론회

  - 일시: 3월 26일(월) 오후2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

  - 주제발표

    ①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방향_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②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_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 토론: (좌장 : 전경숙 전남대학교 교수)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건축도시]위원장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2) 소태동 무등산 자락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조합의 종상한 계획에 대한 성명

   :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한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22

3) 광주광역시 도시, 건축, 경관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법정위원회 운영과 관련 감사 청구  

및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6월 14일

4)상업지역 고층 아파트 문제 관련,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촉구 성명 12월 6일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입장문 12월 31일.

5)성명_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8월 29일

 

5. 세계 인권도시 포럼_ 생물다양성과 도시미래

 - 일시 : 10월 19일(금) 9시 30분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 발표 

  � 생물다양성 및 도시 개발-베를린으로부터 배운 교훈 _틸만호이저(지구의 벗 베를린 

BUND 사무총장)

 �포용도시 생물다양성 및 도시 미래_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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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홍은화(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양해근(환경과 재해연구소 소장), 전승수(전남대 교수)

- 좌장: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

6. 지방선거 대응

 -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정책제안 _ 6.14 지방선거 기간,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지

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분야별 정책제안서 전달

 - [논평]광주·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6월 18일

□ 평가

- 현재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문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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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공원 , 도시계획 등 도시 각 분야 공공성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일부 제도 개선 

견인. 교통 보행권 등 조례개정 등 후속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연대 강화 필요

 - 전문가 인력풀 구축을 통해 상시적 정책 논의, 현안 대응 협력 강화 필요.

[48 지구의 날 광주기념행사]
   - 목적 :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하나 뿐인 지구를 위

한 우리 모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기념행사. 

   - 주관 : 2018지구의날기념행사위원회 

      : 지역시민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행사위원회 구성하여 추진. 광주환경연합 간사단체

   - 주제 : 하늘색을 돌려주세요!

   - 일자 : 2018년 4월 21일(토) 오후2시~오후5시

   - 장소 : 금남로 YMCA ~ 금남로공원 약400m

   - 참가 : 광주시민 2000여명

   

  □ 주요내용 

   1) 체험부스

    - 제1주제 : 하늘

      · 미세먼지, 기후변화,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체험부스

    - 제2주제 : 강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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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 쓰기, 미세플라스틱, 자원순환

    - 제3주제 : 땅

      · 건강한먹거리, 도시농업 등

    - 제4주제 : 공간

      · 도시, 녹지생태, 다양성, 생명평화 등

   2) 놀이 및 전시마당

    - 놀이마당 : 굴림, 다빈치 브릿지, 태양광키트, 한궁, 제기차기 등

    - 전시마당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미니태양광발전소, 생활환경개선시민실천

   3) 행진

    - 주제 : 자동차 빼고 다모여

    - 구간 : 금남로~ 전남대병원~ 금남로

□ 활동사진

2월 27일, 도시교통공공성포럼 4월 21일, 지구의 날 기념 금남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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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영산강 살리기 운동�

[ , 지천 수질보전 · 감시활동]

사업목적

- 지천의 현장답사, 정화활동을 통한 하천 살리기

- 시민활동으로 하천보전 의식 확산

- 복개하천 복원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

□ 사업개요

-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천·영산강 수질보전활동 

- 광주 주요지천 자연도 조사

- 광주 주요 복개하천 실태조사 및 복개하천 복원을 위한 민관간담회 운영 

□ 사업내용

1. 하천조사사업

1) 광주 주요지천 자연도 조사

ㆍ기간 : 7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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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내용 : 주요 6개 지천 자연도 조사

- 주요 지류하천 6개소에 대한 자연도 조사 실시

- 자연도 조사표 작성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잃어버린 도심 물길 찾기 _ 복개하천 조사

ㆍ기간 : 8월 ~ 9월

ㆍ장소 : 광주 주요 6개 복개하천 (서방천, 용봉천, 동계천, 마륵천, 경양지천, 오치천)

ㆍ내용 : 주요 6개 복개하천 실태조사

- 주요 복개하천 시점 · 종점, 복개구간 현황, 내· 외부 실태조사, 복개구간 현황조사

- 조사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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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천, 영산강 수질보전활동 - 하천정화활동

  - 일자 : 5월 11일, 6월 23일. 6월 27일, 8월 21일, 8월 22일, 10월 9일. 11월 28일

  - 내용 : 광주천 - 광주천영산강 합류점 - 극락교 - 서창천합류점 - 서창교 - 승촌보 구간에서의 

하천 답사 및 정화활동 전개, 쓰레기 수거 약 1톤가량 수거함(트럭타이어, 폐리어카, 농업용 비닐 

등 플라스틱류)

  - 참여 :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 약 400여명 참여

장소  내용 비고

1
5/11(금)

13:00-16:00
광주천 영산강 합류,
극락교-서창교 일대

자전거로 이동, 하천과 
하천변 정화활동

대학생 10여명
 쓰레기 수거

2
6/23(일)

13:30-14:00
극락교 일대 하천답사, 정화활동

수변 방치 쓰레기 수거 
100kg

3
6/27 

14:00-15:30
극락교 일대 하천답사, 정화활동 중학생 회원 10여명

4
8/21

09:30-14:00
광주천 상무교- 영산강 

서창교
광주천영산강 자전거 
답사, 영산강정화활동

대학생 20여명
쓰레기 100kg

5
8/22

09:30-14:00
광주천 상무교- 영산강 

서창교
광주천영산강 자전거 

답사, 영산강 정화활동
초등, 대학생 

20여명 / 쓰레기 70kg

6
10/9

09:00-16:00
광주천 상무교- 영산강 

서창교
광주천 영산강 답사. 

영산강 정화활동
대학생 20여명

쓰레기 300kg 수거

7
11/28(화)

09:30-12:00
광주천 일대 (양동교- 
두물머리- 유촌교)

하천답사, 정화활동  
캠페인

고등학생 250여명 
참여

3. 청소년 수호천사(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교육

 ◦ 내용 

일자 강좌명  강사 비고

1강
6/10(일)

13:30-14:00
오리엔테이션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교육실

2강
6/10(일) 

14:00-15:30

우리 강에 사는 

동물

성하철

(전남대학교 교수)
교육실

3강
6/17(일)

14:00-15:30
야생동물과 우리 삶 최종욱(수의사) 교육실

4강
6/24(일)

13:30-14:30

동물흔적 찾기

(현장 활동)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영산강일대

5강
6/24(일)

14:30-15:30

동물 삶터 보전하기

(정화활동 등)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영산강일대

6강
8/26(일)

09:00-16:00
섬진강기행 류재관, 모래톱 등

지리산종복원센터, 

섬진강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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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 중학생 10여명, 모래톱 회원 5명 내외 참여

◦ 후속 : 청소년 야생동물수호천사, 하천지킴이 활동 예정

4. 도심 복개하천 복원 민관간담회

� 취지 목적: 열섬현상 완화를 비롯하여 친수기능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광주 도심 

내 복개되고 매립된 물 하천 복원 방향과 실행 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민선 7기 시정 반영 

등 실행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일시: 6월 27일(수) 오후2시~ 5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

� 주제발표

- 광주 복개하천 복원 가능성과 기대효과(광주 하천 현황과 복원 과제):김종일 광주전남

연구원 연구실장

- 도심 물 순환 제언: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토론: 최봉익(모닥대표, 광주지속협 공동대표), 최낙선(시민생활환경회의 센터장), 김재

주(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국장, 시민협 정책위원), 윤희철, 신석기(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기혁(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장), 조준혁(푸른길 사무국장), 김홍숙(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사무국

장)/윤정식(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노경수(민선7기 인수위 위원)

5. 광주천, 황룡강 등 지역 하천 보전활동

1)광주광역시의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 대응

 [논평]민선7기 인수위(혁신위원회)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조성 구상 대한 입장 6/29

2)광주천 두물머리 둔치 체육시설 설치 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논평]광주천에 체육시설은 그만! 두물머리 둔치 체육시설 예산 삭감하라!  12/12

3)장성군 황룡강둔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입장 

 [성명]장성군은 황룡강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11/28

□ 사업 평가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하천 현황 파악과 개선책 모색

- 하천 난개발 저지,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성과 

- 정화활동, 교육사업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활동 활성화, 지속화에 대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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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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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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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천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모니터링. 수계

기금 활용 등에 대한 조사 평가를 통해  물·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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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운동 전개

□ 사업내용 

1. 물관리 일원화 촉구 활동

 ① 기자회견

 - 일시 : 3월 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

 ② 성명서 발표

2.  물의 날 기념행사 - 영산강 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촉구 퍼포먼스

 · 일자: 3월 22일(목) 오후1시 30분.

 · 내용: 보 개방 확대에 이어 보해체 필요성, 하굿둣 해수유통을 통한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 기자회견과 캠페인 전개.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광주전남 환경단체, 지역주민

들과 공동으로 개최

- 42 -

3. 영산강 조사사업

 - 일자 : 3월 17일/4월 4일/ 4월 10일/ 4월 30일 /7월 26일/8월 8일/ 8월 25일/11월 

1일

 - 개요

  � 하천 수질 및 퇴적토 조사

  � 보개방 후속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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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개방 관련 퇴적토,  수질 조사 

 -일자: 7월 26일(목)~ 27일(금)

- 구간: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영산포, 황룡강 합류점 일대 

- 조사항목 : 수질(COD, BOD, TN, TP, PH, DO), 저질토(토성, 유기물, TN, TP, 유효

인산), 생태

- 주최 :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5. 영산강 복원(재자연화)을 위한 간담회 및 입장 발표

 1)간담회

 ·기간 : 4월 15일 /6월 27일/ 10월 19일/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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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영산강 모니터링 활동 공유

  -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및 유역 전반에 대한검토

  - 계속되는 하천부지 개발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 하굿둑으로 인한 영산호 수질 및 생태성 악화의 문제와 대책(해수유통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

산)  

2) 보개방에 대한 입장 발표

 - 4대강보 상시 개방 시행 1년에 대한 논평  6/1

 - 보 평가 관련 의견서 등 

6.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및 5개강유역협의회 연대 활동

1)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세계 물의 날  기녀행사 등 상시적 영산강 보전을 위한 연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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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대강유역협의회: 영산강유역협의회, 섬진강유역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활동, 타 수계 

협의회 활동 소통

□ 사업 평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물관리일원화 및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

되어 물관리일원화 성과기여

- 4대강 보에 대한 향후 결정이  영산강 유역 전체에 대한 복원 플랜과 이어질 수 연속 

활동 필요

-  향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응 등 하천 살리기 운동을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연

대 활성화 필요.

□ 활동사진

3월 22일 세계물의 날 기념 퍼포먼스 10월 9일 영산강정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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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기여

-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대가환경문제 공론화

□ 사업개요 

- 대기질(초미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함. 

- 조사, 간담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시민홍보와 적극적인 정책도입 촉구 

□ 사업내용

1.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행강화 요구 및 홍보 

· 일시 : 3월 27일(화) - 보도자료 배포 

· 내용 :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시기, 방법 강화 요구, 각종 언론홍보활동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대응 캠페인 

· 일시/장소 : 4월 21일(토) 14~16시 /금남로

· 내용 : 미세먼지 피해, 시민대응방법 홍보 및 다짐피켓 쓰고 인증샷 찍기 캠페인  

3. 광주시 미세먼지 전문가 T/F팀 회의 참여

· 일시/장소 : 6월 5일(화) 10시~12시, 9월 5일(수) 14~16시/ 광주시청

· 내용 : 시 기후변화대응과, 국제기후센터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 미세먼지 저감 추

진계획, 비상저감조치 공유 및 의견수렴

4. 6개년 NO2조사 결과공유 간담회 

· 일시/장소 : 5월 17일(목) 14~15시/ 광주지속협 

· 내용 : 6개년 대기질조사 분석보고서 공유 및 보완, 미세먼지 대응 민·관 거버넌스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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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O2 대기질 조사 

 · 일시 : 10월 2일(화)~3일(수), 11월 13일(화)~14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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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아자동차 악취방지협의체 간담회 참여

 · 일시/장소 : 11월 8일(목) 10시~12시/ 기아자동차

 · 내용 : 기아차 악취 민원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사업평가

-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인식제고

- 행정, 전문가와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안 및 네트워크 구축

- 동일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대기질 조사를 실시, 분석하여 지역대기현황 파악 및 활용하

고, 특히 대기질 취약 학교를 파악

[ 관리대응]
□ 사업목적 

-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사고, 석면, 생활 속 유해물질 피해 발생으로 시민들

의 우려가 높아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필요  

□ 사업개요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 학교 석면철거 안전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 참여

 □ 사업내용 

1.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발표 및 홍보

  · 일시 : 1월 5일(월) - 보도자료 배포 

  · 내용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 및 피해구제 확대방안 필요성, 각종 언

론홍보활동 

- 46 -

2. 학교 석면철거 안전관리강화 요구 및 홍보

1) 학교 석면철거 안전관리강화 요구 및 홍보

  · 일시 : 1월 17일(수), 7월 25일(수) - 보도자료 배포

  · 내용 : 광주·전남 석면철거대상 학교 발표 및 안전성 강화요구, 각종 언론 홍보활동

2) 광주 학교석면철거 잔재물 합동조사 

  · 일시/대상 : 1월 30일(화)~3월 14일(수)/ 광주 14개교 석면철거학교

  · 내용 : 학교 석면 해체·제거 후 석면잔재물 민·관 합동조사  

3) 학교 석면해체·제거 협의회의 및 조사원 교육 참여

  · 일시/장소 : 3월 15일(목) 14~16시, 11월 23일(금) 13~17시/ 광주시교육청

  · 내용 : 석면 해체·제거공사 석면잔재물 조사 평가 및 강화방안 협의, 석면해체학교 

대상 모니터링 교육

3. 생활·화학제품(스프레이형) 모니터링 및 안전성강화 캠페인

  ∙ 기간/대상 : 5월 2일(수)~9월 3일(월)/ 광주 대형유통업체 

  ∙ 내용 :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대상 안전성기준 표시조사 및 시민홍보 캠페인

4. 생활방사능 모니터링, 라돈아이 대여 

  ∙ 기간/대상 : 10월 19일(금)~12월 31일(월)/ 광주시민

  ∙ 내용 : 라돈침대 대란 이후 방사능 가공 제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및 결과정리(100건 이상)  

□ 사업평가

 - 이슈가 된 생활·화학제품, 방사능(라돈)제품 모니터링으로 자료구축 및 개선요구

 - 가습기 살균제 피해접수 홍보, 석면제거 조사 참여로 시민건강을 위해 활동함

□ 활동사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대응 캠페인 생활·화학제품(스프레이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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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마을 만들기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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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배출함 개선활동,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정착유도

 - 민·관협력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해결하는 참여형 자원순환모델 구축

□ 사업내용 

1. 사업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 일시/대상 : 4월~10월(매월 상시회의)/ 지자체, 관련단체 등 10인 

· 내용 :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TF팀 구축 및 협력체계 마련, 추진과정에서의 평가 및 
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2. 자원순환 활성화 협약

· 일자/장소 : 4월 25일(수), 11월 2일(금)/ 농성1동, 서구문화센터

· 내용 : 전년도, 당해연도 사업대상지 자원순환 민·관 협약을 통한 재활용률 개선, 자원

순환 교육 활성화

3. 서구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분리배출 현황조사

· 일자/장소 : 9월 20일(목)~26일(수)/ 서구문화센터, 서구 청소년수련관 

· 내용 : 자원순환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를 통한 사업대상기관 내 분리배출 현황 및 인식

파악 진행으로 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4. 분리배출함 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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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0월 22일(월) 11~17시/ 서구문화센터, 서구 청소년수련관 

· 내용 : 기존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색 입히기,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판넬 부착 등 개선활동으
로 분리배출 및 재활용률 향상

5. 찾아가는 재활용UP 캠페인

· 일자 : 4월 21일(토), 6월 5일(화), 7월 3일(화), 9월 6일(목), 10월 31일(수)

· 장소/대상 : 금남로, 광천터미널, 서구문화센터 등/ 광주시민 700여명

· 내용 : 자원순환을 주제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시민에게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알
리고 자원순환 참여 확산 유도

6. 찾아가는 재활용UP 교육

· 일자 : 6월 28일(목), 7월 5일(목), 7월 19일(목), 10월 15일(월)

· 장소/대상 : 금당초등학교, 수피아여자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 내용 :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재사용·재활용 등 
실생활 속 테마별 자원순환 교육 진행

□ 사업평가

 -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마을 모델 구축

 - 다양한 교육·홍보와 쓰레기 취약지점 대상 환경조성을 통해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

키고, 쓰레기배출 개선

[자원순환 조사, 정책사업]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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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현장조사(일회용 컵, 비닐쇼핑백)

- 음식물쓰레기 현장모니터링 및 정책간담회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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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줄이기 자발적 협약 현장조사

· 기간/대상 : 6월 4일(월)~22일(금)/ 광주시내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31지점

· 내용 : 자발적 협약 강화에 따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25개 지점 대상 이행조사 진행

2. 광주 카페 일회용품 사용실태조사 

· 기간/대상 : 9월 11일(화)~18일(화)/ 광주 100개 카페

· 내용 :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후 카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진행 및 분석 

3. 1회용품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자발적 협약 현장조사

 · 기간 : 4월 11일(수)~4월 30일(월)

 · 대상 : 광주시내 대형마트, SSM 12개 지점 

 · 내용 : 비닐쇼핑백 사용·판매 여부, 홍보물부착, 자율포장 방법 등 현장조사

4. 환경의 날 기념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및 협약식 

· 일시/장소 : 6월 5일(화) 10~12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천터미널

· 내용 : 일회용품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민·관 공동홍보캠페인 및 협약식(환경청)

□ 사업평가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쓰레기배출, 일회용품 사용, 포함제품회수실태 등을 조사

- 특히, 8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시행 후 카페 모니터링으로 현황파악

[ -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
1. 브랜드사업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4월 17일, 5월 28일(월)/ 광주환경연합회의실, 카페 로뎀트리 

· 대상 : 청년, 전문가, 카페주인 등 6인 

· 내용 :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업 논의 및 역할분담, 착한카페 제안 및 자원순
환 시민교육 내용 논의

2.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 일시 : 7월 2일(월) 17:00~19:00(발대식), 7월 1일(일)~8월 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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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수) 18:00~20:00(시상식)

· 대상 : 광주시민 35명

· 내용 : 시민 35명 대상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하여 2달간 일회용품인 비
닐봉투와 일회용 컵 안 쓰기 도전과 발대식, 시상식을 진행

3. 플라스틱ZERO 캠페인

· 일시/장소 : 7월 3일(화) 14~15시, 9월 6일(목) 10~13시 / 금남로 일대

· 내용 : 세계 일회용 비닐(플라스틱) 없는 날, 자원순환의 날 기념 일회용품 안 쓰기 캠페인 진행 

4.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일시 : 11월 12일(월)

· 내용 : 올바른 분리배출, 자원순환 필요성이 담긴 홍보물(L자홀더)제작 및 배포

□ 사업평가 

- 시민도전단 활동을 통해 100건 이상의 활동수기와 사진을 수집하고, 기관연계 요청과 10회 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사회와 행정의 관심을 받는 실천모델 구축

-  플라스틱 ZERO캠페인,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으로 자원순환 활성화에 힘씀.

□ 활동사진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플라스틱ZERO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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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전국연대

[ ]
1. 대의원 대회 / 2월 24일(토)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예술장 

   임시 전국 대의원 대회 및 회원확대 발대식 / 9월 1일(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 전국 대표자회의/ 2월 24일. 12월 8일

3. 전국 국처장단회의. 총처장단 회의 / 격월(홀수 달) 두 번째 주 목요일

4. 광주전남 임원활동가 수련회 / 10월 19일 ~ 20일(금, 토),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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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 도시철도2호서공론화 등 지역 현안 공동 대응

3. 시민단체 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  11월 16일, 광주NGO센터

4. 광주시민협 후원의 밤 11월 30일

5. 광주시민협 창립 20주년 토론회  12월 18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운영위원회 / 격월

2. 실천사업 분과별 참여(물·하천, 기후에너지, 자원순환, 유해화학물질 대응 등)

3. 기타 협력 사업 진행(총준위, 푸른 광주의 날 등)

[전남 및  전국현안 대응]
1. 국립공원 내 흑산 공항 개발 대응

 -[기자회견]흑산 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입장 발표_ 7월 10일. 정

부청사 앞

 -[기자회견]국립공원위원회, 흑산 공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_ 7월 20일. 전남도청 앞

 -[성명]흑산 공항 건설,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심의 부결촉구 _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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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_ 9월 20일

2.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12월 25일

3. 지방선거, 개헌 관련 네트워크 및 대응

4. 혁신도시 악취 저감 토론회

 - 일시 : 12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강당 (혁신도시 내)

 - 주최 :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혁신

도시공공기관노조협의회

 - 발표 

  �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지역 악취 제거 방안과 관련 사례’_이인화 조선대 교수

  �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악취 대응방안’_박선경 나주시 환경과장 

 - 토론 : 박치호 축산환경관리원 부장,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김철민 나주시의회 의

원, 손수경 주민대표 

 - 좌장 :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실장

9 1일, 전국대의원대회 및 회원확대 발대식 7월 19일, 흑산공항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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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정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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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반회계 결산 
ㅎ

 (단위: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결산 항목 결산

이월금 41,909,618 차기이월금 37,526,235

회
비

자동이체 143,985,700

경
상
비

금
전화통신비 1,110,930

지로납부 2,410,000 건물관리비 7,928,780
직접납부 200,000

구매
소모/수선비/신문 3,029,420

평생회원 0 비품비 1,148,950

특별(임원)회비 4,340,000
후생
복지

매식비 1,948,900
특근매식비 4,250,000

소계 150,935,700 퇴직적립금 7,656,490

후
원
금

후원의 밤 등 
기부금 63,444,764 학습지원, 

활동가공제지원 700,000

회보광고 0 보험
료 4대보험료 9,506,640

소계 63,444,764 인건
비

급여 94,630,500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80,281,490 상여금 15,208,230
교육, 참가비 11,198,800 147,118,840

소계 91,480,290

사
업
비

중점
사업

환경교육 25,992,121

기
타

차입금 7,437,250 탈핵, 기후보호운동 26,842,530
고용지원금 5,820,000 생태도시 31,223,300

광주천,영산강살리기 8,815,564기타수입 1,208,573
소계 14,465,823 자원순환 11,039,770

      소계 103,913,285
      

회원
사업

정기간행
(소식지, 월간지) 12,301,470

      
홍보물제작,우편, 수수료 5,628,080      

회원모임지원 1,866,63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3,598,144      
홈페이지, 자료실운영 1,763,700      

소계 25,158,024      

조직
및

 특별
사업

정기총회 등 회의 2,978,091      
후원의 밤 2,125,440      

      중앙/지역연대 9,700,640
      소계 14,804,171

사업비 소계 143,875,480      

      
기
타

기타
차입금 반환 7,437,250

장기발전기금 적립 25,000,000
      기타지출 1,278,390
      기타소계 33,715,640
수입 320,326,577 지출 324,709,960

수입계 362,236,195 지출계 362,23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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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예금명세
( : 원)

예금종류 은행 계좌번호 잔액

보통 광주 010-107-302497 873,780

보통 광주 053-107-306601 20,000,000

보통 광주 001-107-385913 0

보통 광주 001-107-385922 500,000

보통 광주 053-107-309122 8,451,613

보통 광주 001-107-385889 4,487

보통 광주 003-107-315495 331

보통 광주 001-107-385898 4,927

보통 광주 003-107-315501 2,586

보통 광주 053-107-313545 6

보통 광주 003-107-318147 2,200,483

보통 농협 617-01-145946 1,619,472

보통 농협 301-0094-7367-21 636

보통 신협 131-004-104341 45,583

보통 광주 003-107-312239 223,600

보통 광주 003-107-319286 5,115

보통 농협 616-01-127261 52

보통 광주 003-107-312220 1,092,222

보통 광주 1107-020-525929 2,098,562

현금 현금 402,780

합계 37,52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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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별계정 결산 
ㅎ

 ■ 장기발전기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89,538,962 차기이월금 116,768,136

장기발전기금 적립 25,000,000

이자수익 2,229,174

합계 116,768,136 합계 116,768,136

■ 장기발전기금 예금명세
  

(단위 : 원)

은행 기간 금액

광주 1130-022-439816 (2019.01.03 만기) 45,865,710

광주 1130-024-870928 (2019.12.10 만기) 15,437,250

새마을금고 9110-0077-2010-2 (2019.05.15 만기) 5,442,300

새마을금고 9110-0408-7492-1 (2019.12.10 만기) 50,022,876

합계 116,76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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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50,201 차기이월금 50,201

배당금 0

합계 50,201 합계 50,201

■ 출자금 명세
(단위 : 원)

종류 은행 계좌번호 금액

출자금 북동신협 110-051-151293 50,201

■ 임대보증금 명세
 

(단위 : 원)

임대인 기간 금액

대광새마을금고 2017년 12월~ 40,000,000

- 67 -

■ 퇴직적립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33,936,240 차기이월금 35,695,090

퇴직금 적립 7,656,490       퇴직금 지급 5,863,840

퇴직연금 관리수수료 33,800

합계 41,592,730 합계 41,592,730

■ 퇴직적립금 예금명세
  

(단위 : 원)

은행 기간 금액

우리 1121-801-003928 35,695,090

합계 35,695,090

■ 4대보험, 소득세예수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1,736,930 차기이월금 2,327,576

4대보험료 16,184,020 4대보험료 15,974,530

소득세 1,044,860 소득세 664,860
결산이자 1,156

합계 18,966,966 합계 18,966,966

■ 4대보험, 소득세예수금 예금명세   

(단위 : 원)

은행 기간 금액

광주 055-107-002005 2,327,576

합계 2,3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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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전월이월금 351,258 차기이월금 1,336,237

분담금 750,000
고준위전국회의 

워크숍
217,320

기타수입(참가비) 100,000 전국회의 교통비 52,200

결산이자 699 탈핵기자회견(서울) 295,400

후원금 747,200 고준위간담회 48,000

합 계 1,949,157 합 계 1,9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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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결산 실적 비교]

(단위: 원)

지출부

항목 예산 결산 실적 (%) 항목 예산 결산 실적 (%)

41,909,618 41,909,618 - - - 37,526,235 - -

회
비

자동이체�등 156,000,000 146,595,700 -9,404,300 94%

경
상
비

공과금,건물관리비 9,300,000 9,039,710 -260,290 97%

평생회원 6,000,000 0 -6,000,000 0% 소모/수선비/신문 1,800,000 3,029,420 1,229,420 168%

특별(임원)회비 5,000,000 4,340,000 -660,000 87% 비품비 2,000,000 1,148,950 -851,050 57%

소계 167,000,000 150,935,700 -16,064,300 90% 활동가�후생복지 18,428,080 14,555,390 -3,872,690 79%

후
원
금

후원의�밤,�기부금 80,000,000 63,444,764 -16,555,236 79% 4대보험료 10,140,000 9,506,640 -633,360 94%

회보광고 1,500,000 0 -1,500,000 0% 인건비 131,024,990 109,838,730 -21,186,260 84%

소계 81,500,000 63,444,764 -18,055,236 78% 경상비소계 172,693,070 147,118,840 -25,574,230 85%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79,000,000 80,281,490 1,281,490 102%

사
업
비

중점,�연속�사업 104,000,000 103,913,285 -86,715 100%

교육�참가비 15,000,000 11,198,800 -3,801,200 75% 회원�사업 58,140,000 25,158,024 -32,981,976 43%

소계 94,000,000 91,480,290 -2,519,710 97% 조직�및� �특별�
사업 20,800,000 14,804,171 -5,995,829 71%

기
타

차입금 0 7,437,250 7,437,250 - 사업비�소계 182,940,000 143,875,480 -39,064,520 79%

자료대여,�판매�등 500,000 0 -500,000 0%

기
타

차입금�반환 0 7,437,250 7,437,250 -
고용지원금 0 5,820,000 5,820,000 - 30,000,000 25,000,000 -5,000,000 83%

기타지출 0 1,278,390 1,278,390 -기타수입/결산이자 5,090,382 1,208,573 -3,881,809 24%

소계 5,590,382 14,465,823 8,875,441 259%
예비비 4,366,930 0 -4,366,930 0%
소계 34,366,930 33,715,640 -651,290 98%

수입 348,090,382 320,326,577 -27,763,805 92% 지출 390,000,000 324,709,960 -65,290,040 83%
수입계 390,000,000 362,236,195 -27,763,805 93% 지출계 390,000,000 362,236,195 -27,763,8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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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증감률 비교]
 (단위: 원)

지출부

항목 2017 2018 증감 증감률 항목 2017 2018 증감 증감률

이월금 13,573,895 41,909,618 28,335,723 309% 차기이월금 41,909,618 37,526,235 -4,383,383 90%

회
비

자동이체�등 149,849,020 146,595,700 -3,253,320 98%

경
상
비

공과금,�관리비 6,810,430 9,039,710 2,229,280 133%

평생회원 0 0 0 0% 소모/수선비/신문 2,711,130 3,029,420 318,290 112%
특별(임원)회비 4,260,000 4,340,000 80,000 102% 비품비 944,000 1,148,950 204,950 122%

소계 154,109,020 150,935,700 -3,173,320 98% 후생복지 11,825,537 14,555,390 2,729,853 123%

후
원
금

기부금(후원행사) 84,056,100 63,444,764 -20,611,336 75% 4대보험료 9,581,212 9,506,640 -74,572 99%

회보광고 0 0 0 0% 인건비 118,073,590 109,838,730 -8,234,860 93%

소계 84,056,100 63,444,764 -20,611,336 75% 경상비소계 149,945,899 147,118,840 -2,827,059 98%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67,466,401 80,281,490 12,815,089 119%

사
업
비

중점,�연속�사업 98,534,300 103,913,285 5,378,985 105%

교육참가비 8,190,000 11,198,800 3,008,800 137% 회원�사업 26,126,180 25,158,024 -968,156 96%

소계 75,656,401 91,480,290 15,823,889 121% 조직,�연대,�특별�
사업

18,549,190 14,804,171 -3,745,019 80%

기
타
�

차입금 10,000,000 7,437,250 -2,562,750 74% 사업비�소계 143,209,670 143,875,480 665,810 100%

자료대여,�판매�등 150,000 0 -150,000 0%

기
타

0 25,000,000 25,000,000 -
고용지원금 50,000,000 5,820,000 -44,180,000 12% 기타지출 3,012,603 1,278,390 -1,734,213 42%

기타수입/결산이자 532,374 1,208,573 676,199 227%
차입금반환 10,000,000 7,437,250 -2,562,750 74%
임대보증금 40,000,000 0 -40,000,000 -

기타소계 53,012,603 33,715,640 -19,296,963 64%소계 60,682,374 14,465,823 -46,216,551 24%

수입계 374,503,895 320,326,577 -54,177,318 86% 당해�지출 346,168,172 324,709,960 -21,458,212 94%

수입전체계 388,077,790 362,236,195 -25,841,595 93% 지출�전체계 388,077,790 362,236,195 -25,841,59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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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수 량 취득년도 구입금액 비 고

1996-01-01 잡지꽂이 1 1996 　 기증

2001-01-11 목재6단 책장 11 2001 950,000 　
2002-01-03 앵글형 책장 3 2002 60,000 　
2003-01-02 키폰 2 2003 560,000 　

2003-02-02 책장 철재 유리 책장 2 2003 　 기증

2003-03-01 책장형파일박스4단 1 2003 140,000 　
2003-06-01 팩스 목재 받침대 1 2003 100,000 　
2003-08-03 이동용 책상 3 2003 90,000 　
2004-01-01 짐수레 1 2004 37,800 　
2005-01-01 필름 스크린 1 2005 600,000 　
2005-02-01 앰프 1 2005 600,000 　
2007-01-06 목재3단 책장 6 2007 1,050,000 　
2007-06-01 전기온풍기(REH-221S) 1 2007 140,000 　

2010-01-01 냉온수기 1 2010 　 무상임대

2010-02-01 레이저팩스 1 2010 375,000 　
2010-03-02 기부금함 2 2010 120,000 　
2010-04-02 외장하드(1테라) 2 2010 238,000 　
2011-04-02 노트북1 1 2011 845,000 폐기(2018)　
2011-05-02 노트북2 1 2011 845,000 　
2011-07-01 전기주전자 1 2011 26,600 　
2012-01-01 데스크톱+모니터3 1 2012 750,000 　

2012-02-01 노트북3 1 2012 866,000 　

2012-04-01 근조기 1 2012 250,000 　
2012-05-01 깃발 1 2012 50,000 　
2012-09-06 전화기 6 2012 　 기증
2012-10-14 목재6단 책장 14 2012 　 기증
2013-02-18 강의실 접이 책상용 의자 37 2013 　 기증
2013-03-01 레이저포인터2 1 2013 60,000 　
2013-04-01 복사기(Docu2508) 1 2013 1,700,000 　
2013-09-02 야외 접이 테이블 2 2013 70,000 　
2013-13-01 태양광  발전세트 1 2013 485,000 　
2013-14-01 태양열조리기 1 2013 220,000 　
2013-12-02 책상 서랍장 2 2013 70,000 　
2014-01-01 전자저울 1 2013 120,000 　
2014-01-02 데스크톱 2 2014 140,000 　
2014-01-02 모니터4,5 2 2014 160,000 폐기(2018)
2014-04-06 시스템책상서랍장6기 6 2014 60,000 　
2014-05-01 디지털카메라 1 2014 430,000 　
2014-07-01 하드디스크 1 2014 93,820 　
2014-07-02 프린터기(HP7110) 1 2014 500,000 폐기(2018)
2014-12-30 쌍안경 2 2014 340,000 　
2014-12-31 미니앰프 1 2014 297,000 　
2014-12-31 방사능 측정기 1 　 　 　
2015-02-11 외장하드_2TB 2 2015 132,900 　

[비품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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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사무용의자 1 2015 203,500 　
2015-05-28 사무용의자 1 2015 203,500 　
2015-10-14 카메라배터리 1 2015 60,000 　
2015-11-07 데스크톱컴퓨터6 1 2015 610,000 　
2015-11-07 모니터6 1 2015 270,000 　
2015-12-29 수중카메라(HERO4) 1 2015 538,200 　
2016-01-06 216000 아름천공기 1 2016 145,000 　
2016-01-08 외장하드2TB 1 2016 119,900 　
2016-05-02 회원음성녹음전화기 1 2016 85,400 　
2016-05-27 모니터+데스크톱컴퓨터7 1 2016 300,000 　
2016-12-30 팬히터 1 2016 　 기증
2016-12-31 자전거 1 2016 　 기증 
2017-07-07 모니터(SD300) 2 2017 308,000 기증
2017-12-05 사무용 책상 4 2017 200,000 　
2017-12-06 사무용 의자 4 2017 90,000 　
2017-12-15 회의실 책상 12 2017 504,000 　
2018-01-01 세절기(PK1003CD) 1 2018 133,500 기증
2018-01-02 컬러레이저복합기(CP115W) 1 2018 180,600 　
2018-02-01 냉장고(FR-C154RPS) 1 2018 470,000 기증
2018-03-01 진공청소기(CVL-020LS) 1 2018 130,000 　
2018-08-01 앰프(MP-B900) 1 2018 198,000 　
2018-10-01 라돈측정기(라돈아이) 6 2018 1,200,000 기증
2018-12-01 컬러레이저프린터(Sl-J1560) 1 2018 170,000 기증
2018-12-02 월계획  백색칠판 1 2018 55,000 기증
2018-12-02 강의용  백색칠판 1 2018 53,000 기증
2018-12-31 목재장식장 1 2018 220,000 기증

18,5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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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직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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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위원 선임 및 사무처 안 

■ 고문: 정철웅, 전홍준, 정구선, 안행강, 송인성 성진기, 이근우, 임낙평, 이정애,  

         이인화

■ 감사: 김정민(임기만료) → 연임, 김상훈(임기만료) 

           ※ 신임 감사 : 노희정, 

■ 공동의장: 박태규(임기만료) → 연임 안,  최홍엽 (임기중)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박태규

 - 당연직    :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국장, 회원모임 대표>

    물 한방울 흙 한줌_ 국윤주/

    광주천지킴이 모래톱_ 홍기혁/

    환경통신원_ 이영곤/

    용용C - 신민정/

    사무처장_ 최지현/

    정책실장_ 이경희           

 - 선임직: 박덕희, 정순일, 조어진, 조영태, 김홍숙, 박병섭, 

           박종성, 김태형, 곽민섭, 선종덕, 조만형, 추장훈, 이채연

   ※신임 집행위원 : 박미경, 조훈형

■ 사무처    

  - 사무처장_최지현(임기만료→ 연임안)

  - 정책실장_이경희 *비상근

  - 팀장_김종필 

  - 간사_정은정, 나동환  

■ 부설기관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_ 이사장(조진상)

■ 201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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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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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계획 안

사업기조 

 -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연합

 - 환경, 삶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환경연합

 - 전문성 및 대안운동 강화(환경교육센터, 연구소, 법률상담실 활성화)

 - 지속가능한 환경연합 비전 수립(30년 회고, 30년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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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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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형 온실감축 정책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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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발전소 안전성 확보, 조기 폐기, 고준위 폐기물 대응, 탈핵행동 연대

 

3.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 환경교육센터 창립 추진

 - 환경교육 강사단 양성 및 역량 강화(자원순환, 물·하천, 유해화학물질)

 - 생활환경교육, 어린이 나들이 및 캠프, 자원순환교실 운영

□  연속사업

4.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물·하천)

 - 영산강 수계 수질보전 활동,  광주천 및 지천 살리기

 -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원년,  영산강 재자연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물관리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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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한 생활환경

 -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석면, 악취 대응, 대기질 개선 사업

6. 생태도시 만들기

 - 녹지 공원 지키기(공원일몰 대응)

 -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모색

 - 도시교통공공성 포럼

 - 자원순환마을, 환경과 인권포럼

7. 전국 및 지역 연대

 - 탈핵, 국립공원 보호, 지구의 날, 물의 날 등 환경 기념행사 개최 등

 - 광주전남 광역연대 사업 활성화

□ 브랜드 사업

 - 일회용품 줄이기(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_3년차

□  특별사업

 -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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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조직화 사업

사업목적 

- 회원 및 시민참여활동 확산을 위한 조직적 활동토대 구축

- 회원 조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회원조직 정비를 통한 조직의 건강성 확보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배가활동

- 회원 참여프로그램 발굴 ·신규소모임 결성 등 회원 활동 활성화  

□ 사업내용 

1. 회원확대 사업

1) 장기미납 회원 관리 및 회비 증액활동

· 기간 : 1~3월

· 내용 : 6개월 이상 회비미납회원의 회원유지여부 및 회비납부 여부 확인 후 처리. 탈퇴 

및 보류회원 파악, 회원정보 정리 및 수정을 대대적으로 진행.

2) 회원확대 집중 캠페인

· 기간 : 연중

· 내용 : 회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원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진행. 효율적·지속가능

한 회원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회원 확보

3) 신입회원의 날

· 기간 : 연중

· 내용 : 신입회원에게 환경연합 활동을 소개하고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4)신규 회원 발굴을 위한 열린 강좌, 교육프로그램 등 개발

2. 광주환경운동연합 홍보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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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리플렛 제작

· 기간 : 연중

· 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 최근활동과 이슈를 반영하여 홍보 리플렛 신규제작 및 배포

2) 소식지 ‘밝은 삶 맑은 터’ 발행

· 기간 : 격월 발행. 연중 총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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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과 재정을 회원에게 알리는 기능. 다양한 시민·회원의제 발굴과 소통기능. 

3) 월간지 ‘함께 사는 길’ 발송

· 기간 : 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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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길’ 구독을 희망하는 자료회원에게 발송

4)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 기간 : 월 2회

· 내용 : 활동소식, 행사안내 등을 중심으로 하며 환경이슈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구

성· 및 발행

5) 홈페이지, SNS 활동

· 성명서, 보도자료 등 활동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함.

· 소셜네트워크 활용 확대를 통한 다각도 홍보 및 쌍방향 소통 강화 

· 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통한 환경운동연합 성과 홍보

3. 회원조직화 및 회원참여프로그램 운영

1) 회원나들이

· 기간 : 연중

· 내용 : 회원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 형식의 생태·문화기행 기획.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회원참여를 느리고 친목 도모

2) 회원체육대회

· 기간 : 하반기 9 ~ 10월 중

· 내용 : 회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동심을 기르고 회원들 간 친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3)후원의 밤 행사 

 -재정 안정을 위한 후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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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및 활성화

  � 중점 및 연속사업(기후에너지, 탈핵, 환경교육 회원조직,  물·하천, 자원순환 등)에서의 시민

참여와 활동운영을 지원을 위한 조직화

 � 회원 친목과 단합을 위한 회원모임 활성화, 

1)물 한 방울 흙 한줌

- 문학, 문화, 역사 등을 생태와 접목하여 답사 및 기행 진행

- 개인, 가족단위의 회원모임으로 활동

- 매월 정기모임 진행

-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차·기획 별 진행담당 회원을 둠

2)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정기모임 진행

- 광주천, 영산강, 지류하천 답사·모니터링·감시활동

- 광주천 지천 살리기 운동

-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천 생태교육 진행

3)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매월 정기모임 개최

- 시와 문학작품 낭송 및 감상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회원 간의 단합·친목

활동 전개

- 문화공연 참여, 작가와의 만남, 자작시 창작 및 발표

- 시낭송회 자원 활동, 환경운동연합 활동 지원

4)일곡 · 양산 회원모임

- 일곡 · 양산을 기반으로 북구지역 회원 확대

- 매월 정례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 간 소통, 생활실천활동 소개

5)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C

- 매월 정기모임 진행

- 자원순환 시민강사활동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교육활동 진행

- 자원순환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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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위원회 운영]

1. 정기총회 :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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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정하여 소집

- 내용 : 정관 제정 및 개정,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공동의장 및 감사·집행위원, 

사무처장 선출, 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집행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및 의결 

등

2. 집행위원회 : 상시적 사업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결정 및 집행

- 회의 : 정기회의(매월 1회), 임시회의(필요 시 집행위원장 소집)

- 내용 : 사업 및 활동내용,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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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반기 각 1회씩 활동보고 및 자문(상시적)

5. 상설위원회

-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미디어·편집위원회, 회원위원회, 교육위원회

- 신규 활동가 채용 등 인사, 후원의 밤 등 재정사업, 상시홍보 활성화, 회원사업, 시민·

회원 교육프로그램 발굴 등 조직 운영 및 해당사업 진행시 위원회 별 논의 진행

1) 인사위원회

- 사무처 활동가 채용 등 사무처 인사 협의

2) 재정위원회

- 후원의 밤, 재정 사업 협의 등

3) 미디어·편집위원회

- 소식지 ‘밝은 삶 맑은 터’ 편집논의(편집위원회)를 비롯한 홍보물 등 기획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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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원확대 캠페인 기획 및 추진

- 회원체육대회 등 회원프로그램 기획

5) 교육위원회

- 각 소모임 교육담당 회원· 교육 전문가 위촉

- 광주환경연합 교육사업의 방향, 방법 등을 제시

-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창립 준비

6.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임 임원·활동가 모임(자문회의와 함께 운영)

- 전 임원, 활동가 모임. 분기별 정례 모임

- 환경연합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 공유, 친목도모

[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1. 취지 및 개요

  - 광주전남환경운동 30년을 정리(회고)하고, 향후 비전과 전망을 수립.  

  - 지역 환경운동 강화와 조직 기반 강화

  - 30주년 기념 준위원회 구성, 백서 발간 등  기념사업 추진 

2.  내용 

- 기간 : 1월~ 6월

- 내용 

   ① 기념행사 

   ② 30년 회고와 향후 30년 비전 간담회

   ③ 30주년 백서 발간

   ④ 30년 기록 아카이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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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 사업목적

-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환경교육 지속성 강화 

-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전문 인력 양성

- 환경교육 정책 생산을 통해 학교·사회 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조직기반 강화 기여 

□ 사업개요 

- 환경교육위원회에서 환경교육센터로의 체계 전환

- 지역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민강좌 개최

- 환경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

- 환경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산

□ 사업내용

1. 교육위원회

 -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운영, 평가 기능

 - 환경교육센터 준비위 재운영을 통한 창립추진

 -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 체계 구축

2. 시민, 회원 참여강좌

· 기간 : 연중

· 내용 : 광주 시민과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소모임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용용C 

· 기간 : 연중

· 내용 : 광주 시민과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소모임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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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환경교육

1)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_ 자연 나들이

ㆍ일자 : 상 · 하반기 (3~6월), (9~11월) 각 3회 진행 예정

ㆍ내용 : 숲, 하천 등 월별 주제에 따른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진행. 

3)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ㆍ일자 : 연중

ㆍ참여 : 어린이 교육 기획팀

ㆍ내용 

 - 어린이 교육으로 진행되는 자연나들이, 캠프의 프로그램들을 체계화 

 -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환경교육 교보재를 개발하여 향후 환경교육센터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함

4)지역 환경 이해, 시민의 안전과 장기적 환경보전을 위한 부분별 환경교육 인력 양성

  - 자원순환 강사단(일회용품 등 쓰레기 문제 해결 등)

  - 유해화학물질 강사단(시민의 안전)

  - 기후에너지·탈핵 강사단(기후보호, 에너지 전환 홍보단 등 )

  -  물·하천, 습지 강사단(광주천, 황룡강 영산강 등 지역 기반)

□ 기대효과

- 환경교육센터 창립을 통해 지역 내 환경교육정책을 선도하고, 환경교육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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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 사업목적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조례, 시민활동 기반 마련

- 공공, 민간부분 에너지전환운동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 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활동

- 개인, 주민조직, 마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활동

□ 사업내용 

1. 공공 부분 지역에너지 전환활동

 1)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법률에 정해진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

 - 법률의무 대상 외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활동

 - 공공임대, 공공이용 시설 등에 녹색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

   활동 

2)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지역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종합계획 만들기

 ·기간 : 연중

 ·내용

  -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추진

  - 신재생에너지종합계획 민간참여부분 로드맵 추진 

3) 지역에너지전환 지원센터(안) 준비활동

 ·기간 : 연중

 ·내용

 -재생에너지확대, 재생에너지주민갈등해소,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문 지원조직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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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활동 

2.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천 활동

1)지역에너지 활동그룹 강화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역에너지 자립과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시민, 단체, 전문가네트워크 활동 강화

 - 간담회, 특강을 통한 지역 내 지역에너지 전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한 활동그룹 구성 

및 활성화

 

 2)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활동

 ·기간 : 연중

 ·내용

 -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분석 및 녹색건축물 확대, 현장 적용을 

위한 사례조사

 - 도시재생과 녹색건축 적용사례 발굴 및 공유

 

 3) 마을에너지협동조합 창업아카데미 

 ·목적 :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에너지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기간 : 상반기

 ·대상 : 마을에너지협동조합 관심 있는 시민  

 ·내용

 - 마을에너지협동조합의 필요성

 - 마을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정보 제공

 -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확대, 지역자립에너지의 목적, 공공성 이해

 

 4) 마을햇빛발전소 설립

 ·기간 : 연중

 ·내용

 - 마을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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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모델화 활동 

 - 소규모 마을햇빛발전소 건립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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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확대

- 재생에너지확대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활동기반 마련

[ ]
□ 사업목적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

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사업개요 

- 광주시및햇빛발전소 홍보 및 시민참여 활동 활성화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건설 추진활동

□ 사업내용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2호기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및 전기 생산 

2. 광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건설 추진을 위한 준비활동

·기간 : 연중

·내용 :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지역여론 향상

  - 목표용량 및 부지조사, 예산마련 등

3. 에너지 교육 및 조합 홍보활동

 � 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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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원 및 시민대상 에너지 교육, 대외홍보활동

4. 조합원 에너지 컨설팅

 ·기간 : 연중

 ·내용 : 재능기부를 통한 조합원 대상 주거공간이나 사무 공간 에너지컨설팅.

5. 마을에너지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마을에너지협동조합, 마을에너지발전소 조성 실무지원 

□ 기대효과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에너지협동조합 설립과 시범마을에너지발전소 설립 

-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시민인식 개선과 지

역에너지전환 여론형성 계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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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소 대응을 위한 활동 확장 및 지속가능한 활동 모색

- 차기 동아시아기후포럼 준비(2020년)

□ 사업내용 

1. 동아시아 기후포럼 공동 정책, 활동 발굴

 � 기간 : 연중

 � 내용 

 - 한�중�일 공동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응활동을 강화

 - 지속가능한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로드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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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기 동아시아기후포럼 준비

 � 기간 : 연중

 � 내용 : 2020년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를 위한 준비활동

□ 기대효과

-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동아시아 연대 활동전개

탈핵운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사업목적

- 지역 내 탈핵운동의 연대를 강화

- 탈핵을 위해, 참여단체 및 회원, 시민들과의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 인식 확산

-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 감시 및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대응활동 전개

□ 사업개요

-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조직의 연대 강화

- 지역 핵발전소 현안의 적극적 대응

□ 사업내용

1.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연대 강화

 1) 정례회의 개최

  - 일자 :연중

  - 내용 :정례적인 운영회의 개최(대표자, 운영위원 공동)

 2) 참여단체 연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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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

  - 내용 :탈핵행동 참여단체 연대 강화 

2. 현안대응활동

 1) 고준위핵폐기물 정부정책대응활동

  - 일자 : 연중

  - 내용 :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의 재검토(공론화)가 

2019년 진행예정. 이에 대한 전국 연대활동

 2) 영광 한빛4호기 조기폐쇄운동

  - 일자 : 연중

  - 내용 : 한빛4호기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종료결정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진행. 한빛4

호기 민관합동조사결과들을 모니터링 하며, 한빛4호기 폐쇄활동 추진

 3) 탈핵대중강좌활동

  - 일자 : 연중2회

  - 내용 : 탈핵과 생활방사능에 대한 대중강좌 개최

 4) 홍보활동

  - 3.11 기억의 날 활동

  - 탈핵캠페인 : 한빛4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서명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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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만들기
□ 사업목적 

-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속가능성 실현

- 도시관리, 건축, 교통, 공원 등 도시기반의 주요 분야에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견인

-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공원일몰제 대응, 민간공원특례사업 

- 도시교통 공공성 포럼 운영을 통한 교통정책 개선 모색

-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가치 실현될 수 있는 제안활동

□ 사업내용 

1. 도시교통 공공성 포럼 운영

1) 기간 : 연중

 2) 내용 : 

-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시교통공공성 포럼 연속 활동

- 장애인, 여성, 어린이청소년, 환경 단체 및 언론 등이 참여하는 포럼 운영

- 녹색교통활성화, 보행권 및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교통 정책의 견인을 위한 포럼 개최

- 조례개정 등 제도화 

3. 도시개발에 대한 대응활동

1) 기간 : 연중

2) 개요 : 각종 도시 난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 도심 난개발 및 도시외곽 확산 등의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분석과 정책제안

 - 건강한 도시재생사업 견인

- 도시계획 전문가, 마을활동가와 연대 및 협력

4.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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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중

2) 내용

- 민관거버넌스 합의 사항 등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시 활동( 1단

계, 2단계 사업) 

-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 전개 : 중앙공원, 일곡공원 등 공원지킴이들과 연대활동 진행

- 25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공공성강화방안 도모

□ 기대효과

- 도시계획,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실현

- 현재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문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

- 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익을 우선하는 도시개발 및 관리 활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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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 영산강 살리기 운동

[ 수질보전·감시활동]

□ 사업목적 

- 우리지역 도심하천 오염원 현황 파악 및 개선책 마련

- 복개하천 복원 공론화 및 복원 방안 강구, 복개하천 복원 1호 모델 발굴

- 도심 하천의 지속가능성,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 참여활동 전개

□ 사업개요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개하천 조사· 복개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

- 광주 주요 지천 자연도 및 오염원 조사

- 광주천 중심사업 시민 모니터링활동 전개

□ 사업내용 

1. 잃어버린 도심 물길 찾기

· 기간 : 3월 ~ 11월

· 장소 : 광주 관내 복개하천 

· 내용 : 

- 소태천 복개 구간 이용실태 조사 

- 소태천 주민과 함께 하는 소태천 답사·모니터링·설문 실시

- 복개하천 복원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2. 광주 주요 지천 자연도 ·오염원 조사

· 기간 : 5월 ~ 9월

· 장소 : 황룡강, 광주천, 평동천, 평림천, 풍영정천 외 주요 지류하천

· 내용 : 

- 광주 주요 지류하천에 대한 자연도·오염원 조사 실시. 

- 지류하천 오염원 조사를 통해 하천사업·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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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 기간 : 5월 ~ 9월

· 장소 : 광주천 일원

· 내용 : 

- 광주천 살리기 활동을 지속할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 광주시의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이 광주천 개발, 하천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진행

- 광주천 주요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친수구역 이용 실태 조사

※ 17년 12월 태평교 인근 수달 발견 / 19년 1월 금교 인근 수달 배설물 발견

□ 기대효과

- 복개하천에 대한 인식을 넓혀 향후 복개하천 복원 공론화.

- 도심 하천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 유도

- 광주천 등 하천의 관리 실태, 오염원 등 자료 구축

[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운동 _ 4대강사업 후속 ]
□ 사업 목적 

- 영산강 복원(재자연화)에 대한 플랜 강구 

- 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을 통한 영산강 자연성, 건강성 회복 

- 교육, 조사 활동, 시민참여형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시민 조직화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보전방안 강구(물관리 일원화, 통합물관리 연계)

-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거버넌스 구축 

□ 사업 개요

- ‘장어, 복어가 돌아오는 영산강’ 像 제시.  영산강 복원 플랜 수립 촉구, 공감대 확산. 

- 광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지자체 하천사업 모니터, 통합물관리 정책, 지역 확산

- 영산강 유량 문제 등 수질개선 물 확보를 위한 영산강 복원 토론회, 지역 간담회 운영

- 영산강 하구언 대책, 보 개방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민운동 전개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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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의 날 기념행사

 1)통합물관리 및 유역거버넌스 구축,  영산강 재자연화 과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물의 날 

기념행사

 · 일자: 3월 20일 전후

 · 내용:  물·하천 정책의 주요 과제인 영산강 재자연화(하굿둑 문제 개선 포함), 통합물관리 실현

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전문가,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여 개최 

  

 2)영산강 시민답사

 · 일자: 3월 20일 전후

 · 내용:  물·하천 정책의 주요 과제인 영산강 재자연화(하굿둑 문제 개선 포함), 통합물관리 실현

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전문가,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여 개최 

2. 영산강 조사사업

 · 기간 : 2월~12월(연중)

 · 내용

  - 하천 수질 및 퇴적토, 하천 경관, 유량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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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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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굿둑으로 인한 영산호 수질 및 생태성 악화의 문제와 대책(해수유통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

산)  

4.  광주천 황룡강 등 하천사업에 대한  모니터

- 기간 : 5월 ~ 9월 중

- 장소 : 하천사업이 시행된 영산강 및 지천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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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물길 조성, 황룡강 르네상스사업 등 지자체의 하천사업이 외향 치장 경향

이 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 

  · 영산강과  주요 지류를 비롯한 광주·전남권 지방하천에서 시행된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을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책 모색 등 

5. 영산강 유역거버넌스 구축

 -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계획에 따른, 지역에서의 거버넌스 

구축방향, 모델 등에 대한 공론화, 공감대 확산. 토론회 간담회 등 운영

6.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및 5개강유역협의회 연대 활동

1) 제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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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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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 실현

- 하천 살리기, 복원 방향에 대한 공론화,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하천 살리기와 지속가능한 하천

에 대한 이해 확산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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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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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기질조사 진행

- 대기질 취약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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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사업내용

1. 미세먼지 개선방안 간담회

 · 일자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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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 NO2 대기질 조사 

 · 일시 : 5월, 9월

 · 장소 : 광주시민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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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응 교육, 캠페인 

 · 기간 : 4월, 9월 중

 · 대상 :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 내용 : 대기질 취약계층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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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등·하굣길 공회전금지,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알리는 캠페인 진행  

□ 기대효과

- 대기질 개선안 대책마련 공론화 및 제도개선

- 어린이 등 취약층,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촉구

[ 관리대응]
□ 사업목적 

-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사고, 석면, 생활 속 유해물질 피해 발생으로 시민들

의 우려가 높아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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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학교석면 철거 안전성 강화운동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요구 및 시민대상 교육

□ 사업내용 

1.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기간 : 연중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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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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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전개

2. 학교석면 철거 대응활동 

 · 일자 : 1월, 8월

 · 내용 : 광주·전남 석면철거 대상 학교 발표 및 안전성 강화요구, 석면철거 과정 및 철거 후 잔

재물 민·관 합동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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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에서 똑똑하게 살아가기- 생활·화학제품 대응 교육

 · 일자 : 6월 중

 · 내용 : 생활·화학제품, 생활방사능제품, 건물석면, 실내 공기질 등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줄이는 시민대상 테마별 교육 진행   

4.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캠페인

  · 기간 : 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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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홍보하고, 전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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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감

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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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별 자원순환 교육 

· 기간 : 4~10월

· 대상 : 초등·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주민 센터 등 

· 내용 : 올바른 분리배출, 일회용품, 업사이클링, 음식물쓰레기 등 교육 대상에 맞는 테마별 자원

순환 교육 진행

3.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 기간 : 2018년 5~6월

· 대상 : 공공기관 사무실, 행사

· 내용 : 공공기관과 지자체 행사의 일회용품 사용실태조사 진행,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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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 기간 : 7~8월

· 대상 : 광주시민 100명

· 내용 : 일회용 컵,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도전참여단을 모집하

고, 활동홍보, 사업체·기관으로 내용확대

5. 텀블러 사용, 배달·포장음식 일회용품 자제 홍보캠페인

· 기간 : 2018년 6~8월

· 대상 : 금남로, 대학가 등 

· 내용 : 텀블러소지를 활성화하고, 배달, 포장음식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거리 캠페인, 교

육 등 홍보 진행

6. 광주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자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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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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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 발굴

-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발굴 및 조례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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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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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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협력 사업 진행(푸른 광주의 날 등)

[지구의 날 기념 행사위원회]
� 주관 : 2019 지구의 날 광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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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주간동안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 시민 홍보활동. 연대, 협력 사업

[전국현안 대응]
-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 및 난개발 대응 

- 유해화학물질, 탈핵, 4대강재자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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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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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단위 : 원)

  입  부   지  출  부

이월금(9.6%) 37,526,240

경

상

비

공과금(통신, 관리비 등) 9,3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3,600,000

회

비

어린이�청소년

153,000,000

비품 구입비 3,000,000
일반회원 후생복지 18,509,000

보험료 19,000,000
가족회원

인건비 125,702,840  

단체회원 계 (43.8%) 171,011,840

평생회원 4,000,000

사

업

비

중

점

·

연

속

환경교육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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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도시, 생활안전 20,000,000

계 (41.5%) 162,000,000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20,000,000

자원순환 10,000,000

후

원

금

후원의밤 등 

기부금
85,000,000 회원선정 중점사업 10,000,000

회

원

사

업

정기간행물(회보,잡지) 20,040,000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8,460,000
회보광고 1,500,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18,400,000

계 (22.2%) 86,500,000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3,300,000

사

업

비

민간 협력사업 79,000,000
조

직

연

대

정기총회 및 회의 6,600,000

30주년기념 30,000,000

교육 참가비 15,500,000 전국·지역 연대 13,200,000

계 (24.2%) 94,500,000 계(51.3%) 200,000,000

기

타

자료대여, 판매 등 500,000

기타

장기발전 15,000,000

이자 및 기타 8,973,760 기타, 예비비 3,988,160

계 (2.4%) 9,473,760 계 (4.9%) 18,988,160

총   계(100%) 390,000,000 총   계(100%) 3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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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산 대비 2019년 예산(안) 비교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항목 2018결산 2019예산안 항목 2018 결산 2019예산안

이월금 41,909,618 37,526,240

경

상

비

공과금
(통신, 관리비) 9,039,710 9,300,000

회

비

어린이�청소
년회원

146,595,700 153,0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3,029,420 3,600,000

일반회원 비품구입비 1,148,950 3,000,000
후생복지

(퇴직금 등)
14,555,390 18,509,000

가족회원

단체회원
보험료 9,506,640 10,900,000

평생회원 0 4,000,000
인건비 109,838,730 125,702,840

특별(임원) 4,340,000 5,000,000 147,118,840 171,011,840

사

업

비

중점
및 

연속
사업

환경교육 25,992,121 20,000,000
계 150,935,700 162,000,000

기후보호, 탈핵 26,842,530 20,000,000
생태도시, 
생활안전 31,223,300 20,000,000

후
원
금

후원의밤/
기부금

63,444,764 85,000,000
영산강�·광주천 

살리기 8,815,564 20,000,000

회보광고 0 1,500,000
자원순환 11,039,770 10,000,000

회원선정사업 10,000,000

회원

사업

정기간행물
(회보, 잡지)

12,301,470 20,040,000계 63,444,764 86,500,000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5,628,080 8,460,000

사
업
비

민간협력 80,281,490 79,000,000 회원모임 지원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5,464,774 18,400,000

교육 참가비 11,198,800 15,500,000
홈페이지, 자료실 1,763,700 3,300,000

조직
연대

정기총회 등 회의 2,978,091 6,600,000

계 91,480,290 94,500,000 중앙/지역연대 9,700,640 13,200,000

30주년기념/후원 2,125,440 30,000,000

기
타

차입금 7,437,250 0

계 143,875,480 200,000,000자료대여, 판
매 등 0 500,000

기타

기타지출 1,278,390 0
고용지원금 5,820,000 0 예비비 0 3,988,160

차출금 7,437,250 0기타수입/결
산이자 1,208,573 8,973,760

장기발전기금 25,000,000 15,000,000

계 14,465,823 9,473,760 계 33,715,640 18,988,160

당해년 총계 320,326,577 352,473,760 차기 이월금 37,526,235 -

총   계 362,236,195 390,000,000 총 계 362,236,195 3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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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세부(안)

 

■ 수입(안)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전년도 이월금 37,526,240 (9.6%)

회

비

어린이�청소년 회원 12,000,000 5,000×200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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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 2,000,000×2인

특별회비(임원) 5,000,000 417,000×12개월

소    계 162,000,000 (41.5%)

후
원
금

후원·기부금 85,000,000 후원의 밤 등

회보광고 등 1,500,000 500,000× 3회

소    계 86,500,000 (22.2%)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7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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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참가비 15,500,000 1,550,000×10회 

소    계 94,500,000 (24.2%)

기타

자료대여, 판매 등 500,000 자료 대여 및 판매 등

일자리안정, 기타 8,973,760 일자리안정자금, 이자수익 등

소    계 9,473,760  (2.4%)

수입 352,47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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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000 300,000×12월

비품구입비 3,000,000 사무 비품(PC, 프린터, 수납장 등)

후생복지 18,509,000
중식5,000×5인×20일×12개월=6,000,000
특근매식비7,000×5인×8일×12개월=3,360,000
퇴직적립금 9,149,000(기본급 100%)

4대보험 10,900,000  4대보험(인건비 총액에 따른 산정)

운영비 계 45,309,000 (11.6%)

인

건

비

기
본
급 

처장1 26,676,240 2,223,020×1인×12개월

팀장1 24,288,360 2,024,030×1인×12개월

간사2 42,570,180 1,773,760×2인×12개월

신규
(간사) 13,961,200 1,745,150×1인×8개월

상여금 18,206,860 기본급 200%

인건비 계 125,702,840 (32.2%)

경상비 합계 171,011,84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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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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 2.000,000×10 (어린이, 하천, 생활환경 분야 등)

탈핵, 
기후보호운동

20,000,000
탈핵  5,000,000
기후에너지 15,000,000

생태도시,
생활안전

20,000,000
생활안전, 대기질 개선 6,000,000
생태도시 14,000,000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20,000,000 하천조사, 물순환,영산강재자연화 등 10,000,000×2식

자원순환 10,000,000 일회용품 줄이기 등 10,000,000

[회원선정] 10,000,000  ※ 회원 선정 집중사업 

소 계 100,000,000  (25.6%)

회
원
사
업

정기간행
(회보,함께사는길)

20,040,000
(함·길)1,800×650부×12개월=14,040,000
(회보) 1,000,000×6회(격월)=6,000,000

홍보물 제작, 
우편료 8,460,000 705,000×12월=8,460,000

회원조직 및 
참여사업 18,400,000

회원확대캠페인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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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50,200,000 (12.9%)

조
직
및
연
대
사
업

정기총회 및 회의 6,600,000
정기총회-자료집, 장소대관, 다과 3,000,000
(상설)위원회 등 150,000×24회=3,600,000

중앙/지역 연대 13,200,000
시민협회비   100,000×12개월=1,200,000
전국 분담금  500,000×12개월=6,000,000
기타 연대    600,000원×10회=6,000,000

[특별사업]
30주년기념

30,000,000 백서발간, 아카이브전, 기념식 

소 계 49,800,000 (12.8%)

사업비 합계 200,000,000 (51.3%)

기타

장기발전기금 15,000,000

예비비 3,988,160

소 계 18,988,160 (4.9%)
(사업비+기타) 계 218,988,160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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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 논평 · 기자회견문 목록

- 정관  

- 회원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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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기자회견

[논평] 겨울방학기간 광주·전남 77개교 석면철거 예정, 현장 감시체계 필요 

 - 1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1월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3월 7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성명서]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7주기 성명서 

- 3월 8일,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성명서]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당장 시행하라 

- 3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광주 시민단체, 공원일몰대비 민관거버넌스 위원들, 광주시 2단계 민간

공원 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 

- 4월 1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원지킴이 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공원일몰 대비 민관거버넌스 결과 및 2단계 특례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 5월 1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원지킴이 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 5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4대강 보 상시개방 1년에 대한 논평 

-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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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광역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 6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

는 대책을 수립하라. 

- 6월 15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6월 18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광주혁신위원회, 광주천 문화물길 조성 구상 발표에 따른 논평 

- 6월 2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 7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 7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 8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흑산 공항 건설,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심의 부결촉구 

- 9월 18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한빛원전4호 조기폐쇄를 촉구한다!

 - 9월 12일,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논평]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타당성 없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사업을 부추기지 마

라! 

- 10월 8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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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단계의 시행착오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하라. 

- 10월 2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광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하여 

- 11월 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장성군은 황룡강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 11월 29일, 장성시민연대·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12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광주천에 체육시설은 그만! 두물머리 둔치 체육시설 예산 삭감하라! 

- 12월 11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 12월 2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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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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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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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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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 쓴다.

6.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