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녹색연합 2022 정기총회

3월
2일(화)

갯가풀꽃학교 기획회의

3일(수)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4일(목)
5일(금)
6일(토)
8일(월)
9일(화)
10일(수)

전국 녹색연합 운영위원회
부산환경회의 정기총회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국립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민간협의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토론회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1호기 해체의 문제와 쟁점 토론회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녹색교사 월례회
후쿠시마 10주기 기자회견

11일(목)

탈핵부산시민연대 공집장 회의
부산환경회의 [시장 보권선거 대응 환경회의 회의]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2일(금)

낙동강기수복원협의회 정기총회
부산시환경교육센터 미팅

13일(토)

전국 녹색연합 회원 정기 총회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행사
[생태체험] 이기대 답사

16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4대강 사찰 연루 의혹 박형준 고발 기자회견
부산시장 후보 정책질의 회의

17일(수)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녹색교사 평가회의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집행위

18일(수)

청년 활동가 교육
3월 운영위원회

19일(금)

청년 활동가 교육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21일(일)
22일(월)

바다정화
세계 물의 날 행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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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 기자회견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책질의 회의
24일(수)
25일(목)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토론회
가덕 신공항 꼭 필요한가? 토론회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기후학교

26일(금)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27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28일(일)

회원 나들이 이기대

29일(월)
30일(화)
31일(수)

사무국 회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회의
부산식생활네트워크 워크숍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
모디회담
국제신문 인터뷰-이남근대표

4월
지구의 날 준비 위원회
1일(목)

부산지속가능협의회 지원사업 협약
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2일(금)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환경교육] 남일중학교 동아리 활동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5일(월)

부산생물다양성 실행위
사무국 회의

6일(화)
7일(수)
8일(목)
9일(금)
10일(토)
12일(월)

환경영향평가 토론회
지구의 날 실행위
녹색교사 월례회
해운대 숲속 야영장 민간협의회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환경교육] 남일중학교 동아리 활동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지구의 날 현장 답사
부산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낙동강네트워크 총회

13일(화)
14일(수)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기자회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녹색연합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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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목)
16일(금)
18일(일)

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운동본부 국립공원 용역 중간보고회
녹색 교사 기획 회의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청년 서포터즈 회의
[생태체험] 낙동강 하구 생명학교
[생태체험] 갯가풀꽃학교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19일(월)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과 물 환경 개선 토론회
가덕 신공항 반대 기자회견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부산생물다양성 실행위
지구의 날 실행위
미세먼지 차단 숲 남구 현장 모니터링
부산시 교육감 간담회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녹지 보전 활동 미팅
대연천 줍깅 활동

24일(토)

지구의 날 거리 캠페인
지구의 날 행사

25일(일)

바다정화
부산 생물 다양성 탐사 현장 답사

26일(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회의

27일(화)
28일(수)
29일(목)
30일(금)

전국 녹색연합 가덕도 탐방
신공항 반대 집행위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전국 녹색연합 사무처국장단 회의
오륙도 아이쿱 미팅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부산시민운동센터 실무자 회의

5월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3일(월)

사무국 회의
신공항반대 집행위

4일(화)

녹색 교사 월례회

6일(목)

해운대 숲속 야영장 민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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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토론회
7일(금)
8일(토)
9일(일)
10일(월)
11일(화)
12일(수)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청년 활동가 교육
[생태체험] 숲속대장 맘껏 소리쳐!
양산 사송 도롱뇽 보전 활동
[생태체험] 갯가풀꽃학교
부산생물다양성 사전 교육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Kt 교육팀장 미팅
부산일보 인터뷰- 사무국
항만 미세먼지 모니터링
새친구 미팅

13일(목)

이기대~동백섬 해상케이블카 대응 기자회견
부산반핵영화제 사전 회의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4일(금)

교육청 낙동강 환경 탐구 회의
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
[환경교육] 남일중학교 동아리 활동

15일(토)

청년 서포터즈 월례회
다대포 연안 조사
바다정화

16일(일)

[생태체험] 낙동강 하구 생명학교
생태체험 미디어 촬영

17일(월)

미리토리 영상 촬영
[활동가 교육] 영상 만들기 교육

18일(화)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19일(화)

부산일보 인터뷰-이남근대표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20일(목)

[활동가 교육] 웹포스터 만들기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21일(금)
22일(토)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면담
대연천 줍깅 활동
부산생물다양성 발대식

23일(일)

[생태체험] 오륙도 아이쿱 숲 체험

24일(월)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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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포터즈 회의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부산시 강서구 하천과 면담
25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부산환경회의 집행위

26일(수)
27일(목)
28일(금)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철새 조사 회의
낙동강 환경 탐구 회의
[활동가 교육] 퍼실페이터 교육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에너지 거리 캠페인 기획회의

29일(토)

부산생물다양성 탐사 1일차

30일(일)

부산생물다양성 탐사 2일차

31일(월)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6월
녹색교사 월례회
1일(화)

녹색교사 역량강화 교육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2일(수)

해양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가덕도신공항시민행동 내부워크숍
아이쿱 체험활동 평가회의

3일(목)

영도 자립마을 토론회
낙동강 환경 탐구 회의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4일(금)

6월 운영위원회
[환경교육]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5일(토)

쓰레기 저감 캠페인 부스 운영 1일차

6일(일)

쓰레기 저감 캠페인 부스 운영 2일차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7일(월)

사무국 회의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8일(화)
9일(수)
10일(목)
11일(금)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가덕신공항 민생대책위
해양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부산시 도로과 실장 면담
부산생물다양성 탐사 평가회의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환경교육] 남일중학교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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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12일(토)

[생태체험] 숲속대장 맘껏 소리쳐!

13일(일)

[생태체험] 갯가풀꽃학교
가덕도 생태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14일(월)

낙동강네트워크 회의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
부산반핵영화제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15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전국 녹색연합 운영위원회
[환경교육]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16일(수)
17일(목)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집행위
부산시 대기과 면담
부산환경교육한마당 TF회의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8일(금)

녹색교사 워크숍
[환경교육]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19일(토)

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1회기 정지 연장 반대 퍼포먼스

20일(일)

[생태체험] 낙동강하구 생명학교

21일(월)

[환경교육]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22일(화)
23일(수)
24일(목)

녹색법률센터 간담회
가덕신공항 시민행동 집행위
동래 읍성 복산1구역 난개발 반대 기자회견
[환경교육]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부산식생활네트워크 운영위
낙동강 환경 탐구 회의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25일(금)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녹색교사 전체 회의
[환경교육]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대연천 줍깅 활동

26일(토)

청년 서포터즈 월례회
다대포 연안 조사
바다정화

27일(일)

녹색교사 역량강화 교육
환경일보 인터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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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월)
29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

30일(수)

미래화훼단지 사전 답사
[활동가 교육] 수돗물 아카데미

7월
1일(목)
2일(금)

부산식생활네트워크 운영위
[환경교육]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사무국 회의

5일(월)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환경교육] 낙동강 환경 탐구

6일(화)

부산환경회의 집행위
녹색교사 월례회
국립숲속야영장조성사업민간협의회

7일(수)

[활동가 교육] 수돗물 아카데미
부산환경교육한마당 TF회의

8일(목)
9일(금)

[환경교육] 대동중학교 동아리 활동
EDC훼손지 복구 습지생태공원 조성과 관련 시민 의견수렴 토론회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낙동강 환경 탐구 회의
[생태체험] 숲속대장 맘껏 소리쳐!

10일(토)

청년 서포터즈 월례회
다대포 연안 조사

11일(일)

[생태체험] 갯가풀꽃학교
부산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12일(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13일(화)
14일(수)
15일(목)

강원도 숲속 야영장 답사 1박2일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부산시교육청 간담회
청년 활동가 교육
[환경교육] 낙동강 환경 탐구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6일(금)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실무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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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생명학교 중간평가 회의
18일(일)

[생태체험] 낙동강하구생명학교
바다 정화
제18회 에너지의 날 TF 회의

19일(월)

해운대구청 장산 임도 계획 설명회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20일(화)

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

21일(수)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집행위

22일(목)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교육
국제해양영화제 참석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23일(금)

[환경교육] 부산 환경교육 한마당 TF 회의
부산 반핵 영화제 집행위

24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26일(월)

텃새House 기획 회의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27일(화)

텃새House 사전 교육

28일(수)

knn해상케이블카 토론회-최종석 운영위원

29일(목)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30일(금)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전국 녹색연합 사무처국장단 회의

8월
5일(목)
6일(금)
9일(월)
10일(화)

[환경교육] 낙동강 환경 탐구
부산환경교육한마당 TF회의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전국 녹색연합 바다정화 기획회의

11일(수)

부산식생활네트워크 집행위

12일(목)

텃새House 답사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3일(금)

탈핵부산시민연대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1인 시위
제18회 에너지의 날 TF 회의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4일(토)

청년 서포터즈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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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연안 조사
17일(화)
18일(수)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환경교육] 뜨거운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토론회
국제신문 인터뷰-이남근 대표
부산시 도로과 면담

19일(목)

[활동가 교육] 회계 교육
해운대구청 장산 임도 사업 설명회
KBS인터뷰-이남근대표
광안리 해수욕장 줍깅

20일(금)

제18회 에너지의 날 행사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22일(일)

바다 정화
황령산 개발규탄 기자회견
대저대교범시민행동 출범식

23일(월)

해운대 숲속 야영장 민간 협의회
[환경교육] 뜨거운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탈핵비상선언

24일(화)

부경대학교 학생회 미팅
부산시 도로과 국장 면담
부산식생활네트원크 집행위

25일(수)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황령산 답사

26일(목)
27일(금)

텃새House 기획 회의
[환경교육] 낙동강 환경 탐구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우수지정프로그램 컨설팅

30일(월)

전국 녹색연합 여름 수련회

31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1일(수)

전국 녹색연합 회계 교육

2일(목)

낙동강하구생명학교 회의

9월

3일(금)
5일(일)
6일(월)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환경교육] 텃새House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사무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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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뜨거운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 활동가 교육
7일(화)

환경교육한마당 TF회의
부경대학교 학생회 미팅

8일(수)
9일(목)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회의
텃새House 회의
부경대학교 학생회 오륙도 답사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0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환경교육] 남일중학교 동아리 활동

11일(토)

[생태체험] 숲속대장 맘껏 소리쳐!
국회의원 최인호 사무실 방문
미세먼지 차단숲 모니터링

13일(월)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환경교육] 뜨거운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에너지 전환 포험
낙동강기수복원협의회 운영위

14일(화)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수산업법 개정안 보도자료 배포

15일(수)
16일(목)
17일(금)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집행위
부경대학교 해양쓰레기 특강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9월 운영위원회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국가하구 포럼
청년 서포터즈 월례회

18일(토)

국가연안정화의 날 캠페인
다대포 연안 조사
[환경교육] 낙동강 환경 탐구

23일(목)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부산 삼락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논란 기자회견

24일(금)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25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바다정화

26일(일)

[생태체험] 낙동강하구 생명학교
[생태체험] 텃새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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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환경교육한마당 TF회의
27일(월)

전국 녹색연합 저작권 교육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28일(화)

전국 녹색연합 바다정화 다대포 답사

29일(수)

새친구 교육
전국 녹색연합 사무처국장단 회의

30일(목)

전국 녹색연합 운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워크샵

10월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환경교육] 남일중학교 동아리 활동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5일(화)

사무국 회의
신공항 반대 집행위

6일(수)
7일(목)
8일(금)
12일(화)
13일(수)
14일(목)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해운대 숲속 야영장 최종 보고회
청년 활동가 교육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가덕도 상괭이 보호 캠페인 사전 회의
전국 녹색연합 바다 정화 점검 회의
남구식생활네트워트 운영위
숙속대장 캠프 사전 답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활동가 교육] 기후위기 아카데미
낙동강통합물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5일(금)

미세먼지 차단 숲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6일(토)
17일(일)

[생태체험] 숲속대장 맘껏 소리쳐!
바다 정화
[생태체험] 낙동강 하구 생명 학교
부경대학교 활동 중간평가 회의

18일(월)

전국 녹색연합 성희롱 예방 교육
우수 지정프로그램 현장 방문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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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활동가 교육
19일(화)

미세먼지 차단 숲 모니터링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집행위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20일(수)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차단 숲 토론회
[활동가 교육] 회계 교육
[환경교육] 낙동강 환경 탐구

21일(목)

10월 운영위원회
시빅뉴스 인터뷰- 사무국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22일(금)

환경교육한마당 TF회의
[활동가 교육] 기후 위기 아카데미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23일(토)

부산환경교육 한마당

24일(일)

[생태체험] 텃새House
남구 청년 창조발전 고고싱 청년 담당자 면담

25일(월)

남구식생활네트워트 운영위
[생태체험] 숲속대장 중간 평가
[환경교육]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26일(월)
27일(수)
28일(목)

남구식생활네트워트 운영위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기자회견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회의
부경대학교 학생회 이기대 답사
[강의] 청년 1인 1가구 식생활 교육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29일(금)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30일(토)
31일(일)

청년 서포터즈 월례회
다대포 연안 조사
부경대학교 학생회 이기대 바다 정화
[생태체험] 텃새House

11월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월례회
1일(월)

사무국 회의
남구 마을 교육 공동체 미팅

2일(화)

환경부 우수프로그램 담당자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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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교육] 기후 위기 아카데미
4일(목)
5일(금)
6일(토)
7일(일)
8일(월)
9일(화)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대연천 줍깅 활동
[특강] 청소년 기후 위기 특강
[생태체험] 텃새House
신공행반대 집행위
부산시교육청 간담회
영풍제련소 사진전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클린에너지 행감 방청

10일(수)

양서류 워크숍
[환경교육] 낙동강 환경 탐구

11일(목)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회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12일(금)

청년 활동가 교육
클린에너지 행감 방청
[환경교육] 남일중학교 동아리 활동
[생태체험] 숲속대장 맘껏 소리쳐!

13일(토)

청년 서포터즈 월례회
다대포 연안 조사
[특강] 청소년 기후위기 특강

15일(월)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20일(토)

미세먼지 차단 숲 울산 답사
[활동가 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남구식생활네트워트 운영위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부산 남구청 하천과 현장 답사
Kbs인터뷰-사무국
부산식생활네트워크 토론회
전국 녹색연합 회계 교육
시빅뉴스 인터뷰- 사무국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전국 녹색연합 사무처국장단 회의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제1회 부산시민 환경포험 - 이남근 대표

21일(일)

[생태체험] 텃새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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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26일(금)

27일(토)
28일(일)
29일(월)
30일(화)

바다 정화
[생태체험] 낙동강 하구 생명학교
[생태체험] 텃새House
청년 기후 위기 극복 프로젝트특강
부산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가덕도 상괭이 보호 캠페인 회의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활동가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환경교육] 낙동강 환경 탐구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부스 운영 1일차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부스 운영 2일차
[생태체험] 숲속대장 맘껏 소리쳐!
청년 기후 위기 극복 프로젝트 특강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집행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리빙랩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12월
1일(수)
2일(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결과 공유회
에너지 전환 포럼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토론회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3일(금)

텃새House 평가 회의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수질개선 토론회

6일(월)

부산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청년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 특강

7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텃새House 결과보고회

8일(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리빙랩
부경대학교 학생회 평가회의

9일(목)

영도 에너지 포럼

10일(금)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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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1일(토)

[생태체험] 숲속대장 맘껏 소리쳐!

13일(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리빙랩

14일(화)

부산나무권리선언 기자회견

15일(수)
16일(목)
17일(금)
18일(토)
19일(일)
20일(월)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리빙랩 낫개 현장 방문
전략환경 영향평가 기자회견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전국 녹색연합 운영위원회
부산반핵영화제
[생태체험] 낙동강 하구 생명학교
바다 정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엄궁대교 기자회견
가덕도 상괭이 보호 캠페인 회의

21일(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리빙랩
가덕도 상괭이 교육

22일(수)
23일(목)
24일(금)
27일(월)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평가 회의
낙동강 품은 아이들 결과보고회
청년 활동가 교육
테트라포트 현황 보고회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1인 시위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
청소년 기후 위기 정책제안 1차 회의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기자회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리빙랩

28일(화)

엄궁장락대교 기자회견
낙동강 포럼

29일(수)

부산자원순환 포럼 멸균 종이팩 포럼
낙동강기수복원협의회 운영위

30일(목)

청소년 기후 위기 정책 제안 2차 회의

31일(금)

동래 읍성 복산1지구 문화재 보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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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색연합 회원 제위 귀중

최근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을숙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을숙도는 2000년 이후 사람들이 발길이 잦아지자 철새가 줄어드는 등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었고, 부산시는 을숙도를 핵심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을숙도 복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데 사람들이 찾기 좋게 만들어 자연을 파괴했음
에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교육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핵심보존구역
은 그대로 두고 자연 그대로 복권될 수 있도록 핵심보존구역이나 생태적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곳은 1일 방문객 수 제한을 두거나 당분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발길
부터 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열약한 환경 속에서 1년 동안 기존 사업을 잘 수행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준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빠르게 진화하는 코로나19 변이로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비한 환경교육의 개발과 회원모임의 방식 변화를 위한 제
도, 장비, 인력 부족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변경되고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 문제가 마치 오미크론처럼 급속도로 전국민에게 전파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22년에도 부산녹색연합은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제도를 정비하여 환경이 시
민들에게 환경에 대해 소통하고 알리는 부산녹색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2월

21 일

부산녹색연합 업무감사

- 16 -

박 현 호 (인)

■ 총괄 평가
○ 부산녹색연합은 2021년 해양 환경 보전, 낙동강 보전 활동 및 에너지 시민 활동, 부
산 탈핵시민대책위 활동, 미세먼지 대응, 도심 녹지 보전 등 환경 제반의 문제들에 대
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대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 노력을
해왔다.
○ 2021년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지속으로 제반 환경 관련 활동이나
환경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지속된 한 해였다. 따라서 전년도와 같이 원격 교육으로 진
행하였으며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진행하거나 활동을 변경하거나 축
소하여 진행하고 일부는 부득이 취소된 경우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과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
○ 환경교육은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과 체계를 갖춘 성숙한 모습과 교육 활동에 모범을
보여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환경부의 표창을 받는 등 큰 성과를 낸 한해였다. 하
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유도가 필요한 해양 환경과 연계된
바다 정화 활동이 코로나19 사태와 2021년부터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실적 중요성
의 변화로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던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 녹색 교육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담당
선생님들의 적극적 노력과 감염병 시대에 대응한 적절한 규모와 방법,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회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
았다.
○ 재정적 자립을 실천하려는 조직 운영 노력에 따라 활동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여 모든 사안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열
악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금으로 활동가를 모집하여 업무 분담과 현안에 원
활한 대응을 도모하였으나 신입 활동가들이 환경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적응
하지 못해 실패한 아쉬움이 큰 한해였다. 활동가의 확충이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사안
으로 안정된 재정 확보와 사명감과 능력을 겸비한 활동가를 찾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
다. 또한, 부산녹색연합의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자원봉사자들의 확충,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유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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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순환운동
1. 바다정화 및 연안 쓰레기 모니터링
① 일 시 : 연중 (매월 셋째 주 일요일)
② 장 소 : 송정 구덕포, 다대포 해안
③ 진 행 : 송정 구덕포와 다대포 해안 두 곳을 대상으로 매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같은 시간에 대에 각
각 별도로 진행함
④ 내 용
- 부산의 연안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환경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 바다정화 활동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순한 바다정화 뿐만 아니라, 수집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여, 바다 쓰레기로 인한 연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모든 참가자(시민, 학생)의 열성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⑤ 평가와 과제
- 바다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실태의 심각성과 연안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
하였다. 다대포 바다 정화 자원활동가 활동을 주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무국에서는
송정 구덕포에서 별도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바다 정화 및 연안 쓰레기 모니터
링의 실무 효율은 이전보다 배가되었다.
- 참가자의 현장 경험이 축적되어 쓰레기 증감 추이, 종류별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의 효율이 개선되었다. 자원봉사 활동가 참여와 청소년, 일반이 참가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자원봉사 참가자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온갖 재질, 종류의 쓰레기들을 일관된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참가자
를 양성할 방법이 필요하다.
- 바다 정화 참가 봉사자의 수를 늘릴 방안이 필요하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봉사실적 확보가 우선인, 꼼꼼하고 열성적인 정화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중, 고등학
생들을 모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생부의 봉사실적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이마저도 숫자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 정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업무 진행을 일정 수준 보조하게 할 대학생이나 성
인 자원활동가를 확보하여 내실을 다져가면서 참여자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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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월별 연안 쓰레기 수거 및 모니터링 현황 표
구분

3월
송정
다대포

4월
송정
다대포

5월
송정
다대포

6월
송정
다대포

7월
송정
다대포

8월
송정
다대포

9월
송정
다대포

참여
인원

37

28

31

16

38

23

24

38

64

18

무게
(Kg)

150.5

108

101.2

164.8

119.7

289.5

514.9

119.3

140.8

85.1

구분

플라
스틱

스티
로폼

나무

종이

금속

유리
자기

고무
가죽

유해
물질

대 형
폐기물

기타

합계

개수

14,774

6,570

1,454

2,848

1,813

5,166

905

100

2

3,770

37,402

무게
(Kg)

930

193

340

52

98

149

336

49

23

245

2,415

장소

구분

플라스틱
(패트병)

순위

1

4

6

2

3

7

수량

2,892

2,480

1,383

2,640

2,636

870

담배 일회용 스티 유리 자기 나무 조각 고무 금속류 유해 대형
꽁초 (컵,팩등) 로폼 (5cm이하) (20cm이상) 가죽 (캔류) 물질 페기물

450

9

0

1,412

108

10

14,881

② 진행 및 주요 활동
3월

9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4월

19일(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22일(목)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25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26일(수)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철새조사 회의

8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28일(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29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12일(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26일(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17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25일(수)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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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

① 일 시 : 연중

6월

12월
송정
다대포

5

2. 난개발대응 활동

5월

10월
11월
송정
송정
다대포 다대포

12월

31일(화)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2일(목)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토론회

20일(월)

엄궁대교 기자회견

③ 내 용
2020년은 낙동강 난개발 저지 활동과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 보전 활동을 전
개하였다. 문화재 보호구역인 이곳에는 이미 23개의 각 종 다리가 있음에도 부산시는
엄궁대교, 대저대교, 장낙대교, 삼락대교 등 무려 10개의 교량이 더 계획되어 있다. 그
리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 (대저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조사의 거짓부실 등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였다.
➃ 성과 및 과제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대저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와 생태조사의 거짓부실 등 속임수를 통해 낙동강 생태계를 훼손하려는 난개
발 의도를 확인하여 공개하여 공론화하였으며 재조사를 실시하는 난개발을 저지하려
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고 지키려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의 형식적
인 요식 행위로만 보고 부실하게, 혹은 거짓으로 진행하려는 시행사의 행태와 당국의
대응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았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과
대시민 홍보는 물론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적용하고 지키려는 당국의 인식 변화가 매
우 절실한 상황이다.
3. 생명의 강, 낙동강 지키기
① 일 시 : 연중
② 진행 및 주요 활동
3월

12일(금) 낙동강기수복원협의회 정기총회

4월

12일(월) 부산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13일(화) 낙동강네트워크 총회
19일(월) 낙동강하구 생태복원과 물환경 개선 토론회
22일(목)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
28일(수)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5월

24일(월)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14일(월) 낙동강네트워크 회의

6월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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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화)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
7월

12일(월) 부산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29일(목)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8월

18일(수)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토론회

9월

14일(화) 낙동강기수복원협의회 운영위
23일(목)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10월
12월

14일(목) 낙동강통합물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6일(월) 부산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
24일(금)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
28일(화) 낙동강 수질개선 포럼
29일(수) 낙동강기수복원협의회 운영위

③ 내 용
낙동강은 1천만 영남주민의 식수원이며, 농업 및 공업용수로서 영남의 젖줄로 포기
할 수 없는 생명줄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본류에 대형댐 8개가 건설되고
난 후 2012녀부터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상하류 가리지 않고 낙동강 본류 전체를 뒤덮
는 끔찍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에 22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해마
다 4대강의 수질, 수생태계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침수 피해, 안개일수 증가, 농작물
작황 불황 등 농업 피해와 토종어류 및 어획량 급감, 유해어류 급증 등 어민 피해도 심
각하다.
녹조와 수질문제 해결, 생물다양성 증대, 농민들의 안개피해 해결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문을 개방을 실시해야 한다.
낙동강은 중류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유출사고에 취약하며, 특정 수
질 유해물질 배출량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상수원뿐
만 아니라 수돗물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➃ 성과 및 과제
낙동강 하구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수생태계 복원 요구
에 따라 2019년 3차례의 실증실험과 4차례의 시범개방을 거쳐 2022년 2월 9일자로
상시개방을 통한 나공강 하구 기수생태계복원(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건강한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역의 농공생활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km 이내로 기수역을 조성한다.
낙동강 녹조 남세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문 개방 여건 마련을 위한 취·양수 시
설개선을 하고 수문 상시개방 및 보처리 방안 마련 확정하고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장 유해물질 무방류시스템 도입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항목을 32종으로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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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1,200종에 달해 미량유해물질 감시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4. 다대포 연안조사 활동
① 일 시 : 5월~11월(월 1회)
② 장 소 : 다대포 연안 일대
③ 진행 사항 : 낙동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이 있는 다대포 연안의 식생과 조간
대 생물 조사, 쓰레기, 오염 상황과 원인 조사
5월

15일(토) 다대포 연안 조사

6월

26일(토) 다대포 연안 조사

7월

10일(토) 다대포 연안 조사

8월

14일(토) 다대포 연안 조사

9월

18일(토) 다대포 연안 조사

10월

30일(토) 다대포 연안 조사

11월

13일(토) 다대포 연안 조사

③ 내 용
도심 속 대기의 질 상승은 물론 다양한 해안가 식생들의 조화로 주민 및 지역민들에
게 생태체험의 장을 열어 줄 수 있는 다대포, 몰운대 일대 식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보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적합한 관리의 필요성
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기후 위기로 인해 많은 생물이 멸종되는 현실에서 다대포 해안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다대포, 몰
운대 환경조사를 실시한다.
➃ 성과 및 과제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그만큼 버려지는 쓰레기의 증가는 물론 각종 쓰레기 유입도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지하철의 개통으로 다대포를 찾은 사람
들이 증가하는 관광지로서 다대포, 몰운대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곤충들과 식물들을 볼 수 있으나,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
고 염생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열악한 도심의 환경에 사는 생물에게 관심과
연구, 보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적이 뜸한 시간 해양 생물들이 습지를 찾아왔다. 달랑게 엽낭게 등을 볼 수 있고,
갯벌 주변에는 달맞이꽃,

메꽃, 숨비기나무, 해당화, 통보리사초와 같은 식물군도 서

식하고 있다. 주변 상가와 주택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악취가 풍기며
해안 생태계가 복원을 위해 인공시설보다 자연환경 복원에 좀 더 힘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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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생물종

구분

계(종)

초본(종)

목본(종)

곤충(종)

조간대동물(종)

기타(종)

5월

46

19

1

-

1

67

6월

29

6

-

-

-

35

7월

25

2

-

-

-

27

8월

-

-

-

-

-

0

9월

18

19

1

-

-

38

10월

25

12

1

6

3

47

계(종)

143

58

6

4

214

4. 대연천 줍깅 활동
① 일 시 : 3월~11월
② 진행 사항 :
3월

27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4월

24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5월

22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6월

26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7월

24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8월

20일(금) 광안리 해수욕장 줍깅

9월

25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11월

6일(토) 대연천 줍깅 활동

③ 내 용
지역 청년, 부경대 학생 동아리와 함께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대연천 구간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우며 하천 상태를 관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물이 흐르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인근 주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 문제 등 생태하천
으로 거듭나기 위해 남구청이 지속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고, 수질개선 및 생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운동
1. 에너지전환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진행 사항 :
3월

17일(수)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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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월) 에너지시민연대 기자회견
5월

28일(금) 에너지 거리 캠페인 기획회의

6월

25일(금)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29일(화)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7월

19일(월) 제18회 에너지의 날 TF 회의
30일(금)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8월

13일(금) 제18회 에너지의 날 TF 회의
13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20일(금) 제18회 에너지의 날 행사
20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9월

3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0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3일(월) 에너지 전환 포험
23일(목)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24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0월

1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5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22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29일(금)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29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1월

5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0일(수) 클린에너지 행감 방청
12일(금) 클린에너지 행감 방청
19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26일(금) 에너지시민연대 집행위
30일(화)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12월

2일(목) 에너지 전환 포럼
3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9일(목) 영도 에너지 포럼
10일(금)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③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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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절실함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과 미래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제안하기 위해 꾸준히 다른 변화
를 시도해 왔다. 부산시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을 보면 2030년 재
생에너지를 통한 자립률 30%를 목표로 클린에너지 자문단을 발족하기도 하였다. 클린
에너지 생산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확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부산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산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타운 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기후 변화의 실상을 알고 대응 이론 교육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
해 홍보 활동을 하고 에너지 소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고 수요에 맞는 기술
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④ 평가와 과제
간담회 중 시민 연대의 실적 위주의 사업 진행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에너지의 날 행
사는 무난하게 진행했지만, 시민들의 에너지 관련 인식 부족과 부산시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홍보 활동을 바탕으로 민,
관이 함께하여 캠페인 활동 이외의도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정책적 활동이 함께 전
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 에너지 절약과 전환할 대안을 고민하고, 에너지를 아
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넘어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로 전환
하는 등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민, 관이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후위기대응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진행 사항
3월

9일(화)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24일(수)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24일(수)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토론회
25일(목)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기후학교

5월

18일(화)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8월

13일(금) 탈핵부산시민연대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1인 시위

9월

14일(화)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24일(금)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11월

6일(토) [특강] 청소년 기후위기 특강
13일(토) [특강] 청소년 기후위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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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월) [특강] 청년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특강
26일(금)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집행위
29일(월) [특강] 청년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 특강
12월

6일(월) [특강] 청년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 특강
27일(월) 청소년 기후위기 정책제안 1차 회의
30일(목) 청소년 기후위기 정책제안 2차 회의

③ 내 용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위기는 이제 인류에게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왔다. 기후
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기존의 위험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계에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위험은 균등하게 미치지 않으며, 개발 수준을 여하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서 취약 계층과 낙후된 지역사회가 상대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며,
나아가 온난화가 심화되면 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지속적 온실가스 배출은 생물 다양성, 생태계의 위협은 물론 식량
및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험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킴으로써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각성을 통한 보다 적극적 대응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활동이다.
④ 평가와 과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위기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언론 등을 통한 단편적이고 관념적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는 국가적·사회적 대응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 개인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보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바라고 있다.
국가적 사회적 대응도 중요하나 시민들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활동이
필요하다.
3.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진행 사항
3월

3일(수)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6일(토) 탈핵부산시민연대 토론회
8일(월) 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1호기 해체의 문제와 쟁점 토론회
11일(목) 탈핵부산시민연대 공집장 회의
16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22일(월)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책질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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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목)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13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22일(목)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26일(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5월

20일(목)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20일(목)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24일(월)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6월

1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15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17일(목)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19일(토) 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1회기 정지 연장 반대 퍼포먼스

7월

13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8월

10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13일(금) 탈핵부산시민연대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1인 시위
23일(월) 탈핵비상선언

9월

16일(목)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10월

13일(수)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11월

9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22일(월) 부산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12월

7일(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15일(수)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
20일(월)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③ 내 용
탈핵 정책이 일부 약화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탈핵 정책을 흔들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탈핵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운행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나 방사성 물질 유출,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절실한 과제
이나 그 과정도 순탄치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지역주민의 의사
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도 정해질
수 있도록 설계와 운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더욱더 시
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 위험성을 알려서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사
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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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와 과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월성 원전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검출은 후쿠시마 문
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핵은 해당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국제적 문제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다. 에너지 소비 지역
과 생산 지역의 구분 없이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
그 위험성으로 볼 때 원전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사용 후 핵연료와 고,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4. 부산반핵영화제
① 일 시 : 연중
② 진행 사항
5월

13일(목) 부산반핵영화제 사전 회의

6월

15일(월) 부산반핵영화제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15일(화)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8월

6일(금)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9월

27일(월)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10월

6일(수)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20일(수)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27일(수)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11월

4일(목)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16일(화)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23일(화)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30일(화)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12월

3일(금) 부산반핵영화제 집행위
18일(토) 부산반핵영화제

③ 내 용
반핵, 탈핵 운동의 하나로 매월 한 편의 핵 관련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하여 관람
함으로써 핵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 영화 관람 후 탈핵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주제로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토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반핵 활동
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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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와 과제
참가 단체의 적극성과 주관 활동가의 부족, 예산 문제, 적절한 작품 선정 등의 문제
에 어려움이 있어 예전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주관 단체의 적극성과 전담 활동
가 확보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생태계보전운동
1. 금정산국립공원 추진 활동
① 일 시 : 4월~7월(4회)
② 진행 사항
4월

1일(목) 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

4월

15일(목) 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운동본부 국립공원 용역 중간보고회

5월

14일(금) 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

7월

20일(화) 금정산국립공원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

③ 내 용
금정산에서 자연 생태적 가치가 거듭 확인되면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실고
있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 3월~'21.9월 12개월의 타당
성 조사를 시행하고 9월 13일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22년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주민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부산시가 이행할 계획이다. 주민 및 토지소유주 등
관계인 면담 등 지속 협의 및 홍보를 통해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을 이어간다.
2. 도심녹지보전 활동
① 일 시 : 연중무휴월~10월(9회)
② 진행 사항
3월

5일(금) 국립숲속야영장조성사업민간협의회

4월

8일(목) 해운대 숲속 야영장 민간 협의회

5월

6일(목) 해운대 숲속 야영장 민간 협의회
21일(금)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면담

7월

7일(수) 국립숲속야영장조성사업민간협의회
19일(월) 해운대구청 장산 임도 계획 설명회

8월

19일(목) 해운대구청 장산 임도 사업 설명회
23일(월) 해운대 숲속 야영장 민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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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수) 해운대 숲속 야영장 최종 보고회

③ 내 용
해운대 반송1동 꽃다래공원에서 우동 임도를 연결하는 임도 개설 구간에 대한 현장
답사 중 임도 구간에 너덜임도 구간이 많고, 너덜구간에 대한 안전 문제, 임도 폭 4m
는 자연 훼손 가능성이 높은 구간임을 모니터링을 통해 알 수 있고, 공사로 발생하는
산림 훼손, 자연경관 훼손 등 녹지보전을 위한 감시 활동을 함으로써 훼손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3. 생명다양성보존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진행 사항
4월

5월

6월

5(월)

부산 생물 다양성 실행위

20(화)

부산 생물 다양성 실행위

26(월)

부산 생물 다양성 현장 답사

10(월)

부산 생물 다양성 사전 교육

22(토)

부산 생물 다양성 답사

29(토)

부산 생물 다양성 탐사 1일차

30(일)

부산 생물 다양성 탐사 2일차

10(목)

부산 생물 다양성 탐사 평가 회

③ 내 용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과학자들이 함께 탐사지역 일원에서
서식하는 생물종을 기록하고 분포를 파악하는 조사활동이다. 탐사 시작과 함께 분류별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 시민탐사단들이 생물상을 조사하여 생물종 목록을 작성하며, 조
사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를 기록한다.
④ 평가와 과제
탐사 기록
식물

348종

양서파충류

7종

선태류

-

조류

41종

균류

30종

어류

17종

곤충

197종

조간대무척추동물류

5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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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

46종
합

멸종위기종

조간대 조류

계

2종
738종

새호리기(2급) 매(1급)
맹꽁이(2급) 순채(2급)

국가적색목록

대구돌나물, 순채, 향나무, 꼬리명주나비, 강우렁이, 맹꽁이,

취약종

매, 새호리기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가시박,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털물참새피,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배스, 블루길

■ 환경안전운동
1. 미세먼지대응 활동
① 일시: 연중
② 진행 사항
3월

17일(수)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집행위

4월

21일(수) 미세먼지 차단숲 남구 현장 모니터링

5월

12일(수) 항만미세먼지 모니터링

6월

16일(수)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집행위

7월

21일(수)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집행위

9월

13일(월) 미세먼지 차단숲 모니터링
15일(수)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집행위

10월

15일(금) 미세먼지 차단숲 모니터링
19일(화) 미세먼지 차단숲 모니터링
19일(화)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집행위
20일(수) 미세먼지안전 부산시민행동 차단숲 토론회

11월

15일(월) 미세먼지 차단숲 울산 답사
29일(월)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집행위

③ 내 용
미세먼지는 비강, 인두, 후두 등의 기도에 머물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하기도인 기관지를 통하여 폐의 폐포까지 도달한 뒤, 인접한 혈관으로 침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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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부산시가 생활권 내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
기 위해 도심 속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차단 숲

은 주요 대로변 및 산업 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도심 내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하는 숲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
무 한 그루당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해 도심 생활권 내 조성되는 도시 숲의 경
우 미세먼지(PM10)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부
산시가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은 장소 선정 및 사전 모니터링 없이 진행하다보니 미
세먼지 차단 숲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④ 과제 및 평가
금사공단 등을 비롯해 도시 내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시작으로 사하구 감천항주변, 사상구 사상공단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권 주변에 빽빽한 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 유입 확산
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부산시가 발표했다. 항만, 발전소, 소각장, 도로, 터널 등 미세
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 숲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면서 기존 환충녹지 보완식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차단 숲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부산시는 2025년까지 500억
토자해 미세먼지 차단 숲 메카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녹색사회운동
1. 문화재보호 활동
① 일 시 : 3월~12월
② 진행 사항 : 매주 금요일 11시30분 ~ 12시 30분까지 1인 시위
③ 내 용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도시계회위원회 심의를 부산시
가 강행하면서 행정소송과 형사고발이 이어졌다. 복산 1구역은 국가사적인 복천 고분
군을 비롯해 동래읍성과 충렬사 등 시 지정문화재만 10곳이 지정된 곳이다. 이런 곳에
100m가량 높이의 대형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 지역을 파괴하겠다는 부
산시에 '복산1구역 재개발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부산의 역사문화중심지를 파괴하고
이곳에 고층의 병풍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자체가 유적파괴행위 이다.

2. 부산환경회의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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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공원 사방사업 현장 실태 조사 및 개선 협의체 구성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무리한 사방공사 문제 제기하고 공사 전면 중단 요청을해 산림훼손근절, 생태저수로 확
보 등 부산시에 요구하고, 이후 사방공사 대책 협의를 진행하여 추가 산림훼손근절, 생
태저수로 확보, 시민사회 상시 감독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대공원 숲 체험
장 조성공사사업은 산림생태과, 푸른도시사업소, 부산환경회의 등 현장 공정회 및 협의
체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부산시가 전면설계 변경을 수용하였다. 활
력숲 등 체험시설(트라이클라이밍) 수목생육 지장을 우려하여 최대한 수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향후 체험 숲 시공 및 운영 매뉴얼 작성하고, 숲
체험 조성 실무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산 사송지구LH 공공주택 사업에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 동식물이 대거 발견됨으로
써 낙동강유역청 승인 시공사가 주관했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사후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대체 서식지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장 인접 지역에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 동·식물이 대거 발견됨으로서 유역청 승인 시공사가 주관했던 환경영향평가
를 비롯하여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이후 시민단체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유림 석대수목원 현장실태 조사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1차 민·관협의체
개최를 진행하였다. 협의체 환경영향평가(자연생태환경)에 대해 민·관이 공동조사를 실
시하고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하고 조성사업 전과정 모니터링 진행하기
로 하였다.
낙동강하구 삼락, 화명 파크 골프장은 둔치현황계획을 수립하여 구획구분을 요구하고,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3차 실증실험을
통한 전면 개방 영향 검토를 진행중이고 3차 실증실험 염분침투거리 확보, 실증실험이
후 2021 상시개방 추진중이다. 운봉산 임도조성 현장 방문을 전 구간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임도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기존 임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3. 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부산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위한 범시민운동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낙동
강 수질개선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여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홍보를 추진한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 및

100대 국

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부산시민이 먹는 물 낙동강은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로 심
한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역에 이르렀다. 맑은 물 공급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약속을 지키고,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
로 삼고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촉구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 간다.

4 부산식생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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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부산시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이해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실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일회
용 컵보다는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장보기 전 구입용품을 미리 작성하여 먹을
만큼 장보기 등 식생활에 있어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및 캠페인을 한다.

■ 녹색교육
1. 낙동강하구 생명학교
① 일 시 : 4월 12월(월 1회)
② 장 소 : 원동 쌍포매실 마을, 모라수변공원, 화명수목원, 명지 소금길, 아미산 전망
대, 중사도, 가덕 외양포, 낙동강하구에코센터
③ 대 상 : 초등학생(가족 단위)
④ 내 용 : 낙동강 하구와 역사, 문화적 연관성이 있는 장소에서 생태체험 활동 진행
날짜

장소

활동 주제 및 내용

4. 18(일)

원동 쌍포 매실마을

양서류 도룡뇽 유생과 개구리유생의 특징 비교

5. 16(일)

모라수변공원

낙동강 수질 오염의 원인과 수질오염을 막는 친환경 생활

6. 20(일)

화명수목원

수서곤충 관찰 및 화명수목원의 나무들

7. 18(일)

명지 소금길

명지소금에서 바라본 낙동강 하구 삼각주 관찰

9. 26(일)

아미산 전망대

하구의 중요성 및 모래톱 형성 과정 이해

10. 17(일)

중사도

모래섬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1. 21(일)

가덕 외양포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일원인 가덕도의 생태와 보호의 중요성

12. 19(일)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철새들의 서식지와 먹이 활동

낙동강하구 생명학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낙동강이 형성한 다양한 자연환경과
그 낙동강의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통해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과 같이
가족 단위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낙동강 하
구의 역사와 문화적 연관성이 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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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과와 과제
낙동강지류인 대천천 발원지의 습지부터 하구의 갯벌까지 생태를 탐사하며 낙동강 하
구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활동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팀 구성으로
가족 상호간의 유대감과 생태적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 습지 생물과 수서생물, 육상생
물 등 다양한 생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낙동강 하구의 자연적인 환경 형성과 역사, 그
리고 동·식물들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생태계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했다.
2. 갯가풀꽃학교
① 일 시 : 4월~7월
② 장 소 : 암남공원, 이기대, 오륙도, 몰운대
③ 대 상 : 유치원생(가족단위)
④ 내 용 :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밀물
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고, 놀이를 통해 사회성 및 협동심을 키움
차시

장

소

1차시

암남공원

2차시

이 기 대

3차시

오 륙 도

4차시

몰 운 대

활동 주제 및 내용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
고, 놀이를 통해 사회성 및 협동심을 키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끼리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을 위
한 역할 및 자연 속에서 지혜를 배우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를 배워간다. 가족과
대화하고 놀이하며 공통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가족애를 키우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작
은 변화를 가져온다. 생태계 가치 이해와 자연과 친구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와 생태적 감
수성을 배양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탐구 활동에 도움을 준다.
⑤ 성과 와 과제
암남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공원의 모습,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자연에 깃든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탐사를 진행하였
다. 이기대 해안에서 공룡과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았다. 해안가에는 키작은 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생존 전
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므로 자연의 위대함, 자연에 대한 진실을 조금씩 배워가
는 기회가 되었다. 생물들의 생활상과 먹이사슬 관계 이해를 돕고, 자연 놀이를 통해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 자원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자연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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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동강을 품은 아이들
① 일시 : 5월~11월(4회)
② 대상 : 초등학생(지역아동센터)
③ 장소 : 신청 기관
④ 진행 및 내용 :
차시

활동 내용

1차시

낙동강 하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

2차시

낙동강 하구의 식물 이야기

3차시

낙동강 하구의 동물 이야기

4차시

낙동강 하구의 물 순환 이야기

낙동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낙동강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림 자료, 영상자료를
준비하여 낙동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아이들은 낙동강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
는 아이들에게 반복, 반복을 수차례 확인한다. 수생식물을 직접 보여주며, 염생 식믈 직
접 맛보게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한
다. 낙동강 하구의 동식물은 물론 낙동강 하구가 우리가 먹는 물의 식수원임을 알려주
고, 간이 수질 측정을 통해 물의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낙동강을 이해하고 낙동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제
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한다.

4. 궁금이들의 바다 이야기
① 일시 : 5월~9월
② 대상 : 초등학생
③ 장소 : 신청 기관
④ 내용 :
차시

활동 내용

1차시

낙동강 하구와 철새이야기

2차시

부산의 갯벌 이야기

3차시

부산의 조간대와 바위, 갯벌 이야기

4차시

살아있는 건강한 부산 바다 이야기

아직 자연의 생태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갯벌의
형성과정, 갯벌 생물들의 먹이 관계, 육상 생태계와 다른 점, 조수 웅덩이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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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의 원리와 조간대 생물의 대상 분포도를 알아보고 조간대 컬링 게임을 통해 암
반 조간대 생물 대상분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마지막시간에는 부산의 바다는 물론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6개 주제를 선정해 홍보물 만들기를 진행한
다. 역할 분담을 하고, 참고 자료를 활용해 완성도 있는 홍보물을 완성한다.

5. 뜨거운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① 일 시 : 4월~10월
② 대 상 : 증학생
③ 장 소 : 신청 기관
④ 내 용 :
차시
1차시

2차시

활동주제
인류문명과 발달해온
에너지 이야기
기후변화 바람과
햇빛으로 탈출하자!

활동 내용
-지구가 아픈 이유
-에너지, 왜 필요한가요?
-특명 ! 탄소배출 제로
-기후변화 에너지와의 관계
-우리의 미래는 신재생에너지
-SOLAR교통수단
-에너지 종류와 생산 방법

3차시

지속가능한 지구

-적정기술이란?
-에코디자인과 에코디자이너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지구

4차시

도전! 쓰레기 제로

-쓰레기 줄이기 픽토그램 제작하기
-도전! Zero waste실천 10계명

자연에너지를 지금 사용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용하였다는 점을 풍차, 물
레방아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현재 사람들의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가정보다 산업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리고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통해 본인이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 기후변화에 대해 어
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본다.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하고 화석연료의 대안으
로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생각 하지 못한 적정 기술과 에코디자
이너에 대해 설명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재활용품의 수출 현황과 우리가 제3세계로
보내는 쓰레기량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또는 생활 속 쓰
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스스로 작성해 본다.

6. 청년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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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 : 4월~12월
② 대상 : 대학생 동아리
③ 장소 : 온라인 홍보 및 교육 활동
④ 내용 :
부산지역 5개 대학생 10여명이 모여 부산녹색연합 활동을 홍보하고 바다정화, 줍깅,
지구의 날, 에너지의 날, 국제연안정화의 날 등 캠페인에 참여하여 지역 환경문제에 관
심을 가지고, 활동을 개인 SNS에 홍보한다. 관심 있는 분야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보고,
생태 체험활동, 환경 교육 등 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글 또는 영상으로 표현하여 널리
알린다. 부산녹색연합에서 진행하는 시민 강좌에 참여해 기후 위기 문제. 해양 쓰레기,
산림 훼손 등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7. 그 밖의 교육 활동
활동명

활동 기간

대상(장소)

활동 주제 및 내용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식

동아리 활동

4월~11월

중학생(남일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숲속대장~
맘껏 소려쳐!

4월~12월

다문화

가정(금정산 남문, 삼
락생태공원,

황산공원,

우포늪 등)

텃새 하우스

8월~11월

생활과

로컬푸트와

탄소발자국의

개념 이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구 온난화
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온난화
가속화를 방지해 주는 숲과 습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전하게 하는 마
음을 갖게 함
낙동강 하구가 겨울철새도래지로서

초등 가족 단위 신청자 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유도와, 하구를 찾는 새의 종류와
조류의 생태적 특성 이해

8. 녹색교사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기후위기시대 환경 교육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부산녹색연합 녹색교사들은 끊임
없는 녹색교사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
자원 확대에 노력해 왔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
고, 현장체험활동은 최소한의 인원을 참여시키고, 방역에 대한 수준사항을 철저히 지켰
다. 비접촉 체온계, 손소독제를 구입하여 매 활동시마다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모둠활동
보다 개별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안을 두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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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한 교육

프로그램은 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내용적인 측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성과
를 거두기도 하였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타
1.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제 5회 부산환경교육 한마당이 코로나 19 확산세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강의, 청소년들이 신재생 등
미래에너지 교육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인식전환을 위해 미래에
너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2. 시민참여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시민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위기 확산을 시켜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특강,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
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닌 선박의 안전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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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색연합 회원 제위 귀중

본 감사는 첨부된 부산녹색연합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운영성과표를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준거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한 부산녹색연합의 2021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예산은 171,339,224원이었습니다.
2021회계연도의 실제 총수입은 162,804,644원(예산액의 95.0%)이며,
총지출은 96,725,513원(예산액의 56.45%)입니다.
재정의 관리 측면에서는 입출금 및 각종 지출 증빙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재무
상태표와 운영성과표도 적정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운영 측면에서도 사업 목적에 따라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부산녹색연합의 2021회계연도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부산녹색연합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8일

부산녹색연합 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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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 우 (인)

재무상태표
제12(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11(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사)녹색연합 지부 부산녹색연합
과

제12 (당)기
금
액

목

{1}자산
[1]유동자산
(1)당좌자산
1. 현금
2. 보통예금
3. 정기예금
4. 기타단기금융자산
5. 선납세금
[2]비유동자산
(1)유형자산
1.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 비품
(비품감가상각누계액)
3. 도서
(도서감가상각누계액)
자 산
총 계
{2}부채
[1]유동부채
1.예수금
2.본지점
[2]비유동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부 채
총 계
{3}자본
[1] 자본금
1. 출자금
2. 기타임의적립금
[2] 이익잉여금
1.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
금)
1. 전기이월잉여금
2. 당기순이익
자

본

총

( 단위 : 원 )
제11 (전)기
금
액

66,124,241
66,124,241
0
53,572,291
12,506,840
0
45,110

27,400,000
(13,015,000)
8,524,300
(8,524,300)
718,710
(718,710)

43,039,224
43,039,224
25,526,942
12,466,541
5,045,741
0

14,385,000
14,385,000
14,385,000
0
0

27,400,000
(12,330,000)
8,524,300
(8,524,300)
718,710
(718,710)

5,836,640

0
0
0

11,508,638

8,542,050
8,542,050

17,345,278

8,542,050

62,421,813

62,421,813

57,586,694
4,835,119

57,586,694
4,835,119
742,150

(12,854,639)

0

(11,645,000)

(12,854,639)

7,716,860

13,596,789

(8,92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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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8,109,224

11,508,638

부채 와 자본 총계

0

80,509,241

136,640
5,700,000

계

15,070,000
15,070,000
15,070,000

63,163,963

49,567,174

80,509,241

58,109,224

운 영 성 과 표
제 12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사)녹색연합 지부 부산녹색연합
과

( 단위 : 원 )

목

금

[1]사업수입

액
90,443,039

1. 개인기부금

44,682,508

2. 영리법인기부금품

9,789,524

3.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품

4,608,407

4. 기타기부금품

0

5. 보조금

21,000,000

6. 회비수익

0

7. 수익사업수입

0

8. 기타목적사업수입

1,295,000

9. 3% 단비기금

9,067,600

[2]목적사업비

35,282,147

1. 시민참여운동(모금비용)

2,573,954

2. 녹색사회운동

4,360,113

3. 생태보전운동

7,395,350

4. 야생동물보호운동

5,996,550

5. 생태순환운동

3,387,880

6. 환경안전운동

0

7. 에너지기후변화대응운동

11,568,300

[4]운영비

55,783,536

1. 인력비용

49,433,428

급여

42,000,000

퇴직급여

2,966,588

사회보험부담금

3,449,920

복리후생비

716,920

교육훈련비

300,000

2. 시설비용

2,279,910

감가상각비

685,000

세금과공과_시설

218,810

차량유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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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1,005,600

수선비

370,500

3. 기타비용

4,070,198

사무용품비/소모품비

363,420

업무추진비

382,048

여비교통비

772,800

통신비

929,530

도서인쇄비

336,000

접대비

237,500

세금과공과_기타

101,800

지급수수료

8,900

3% 기금

480,000

잡비

10,500

기부금

0

회의비

447,700

[5]사업이익(손실)

0

(622,644)

[6]사업외수익

19,834,153

1. 이자수익

296,493

2. 잡이익

19,537,660

[7]사업외비용
1. 잡손실

5,614,720
5,614,720

[8]당기순이익(손실)

13,59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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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지 출 결 산 서
제 12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녹색연합 지부 부산녹색연합
과

( 단위 : 원 )

목

예산

1.수입총계
[1]사업수입

집행

171,339,224

증감

162,804,644

(8,534,580)

110,000,000

90,443,039

(19,556,961)

1. 개인기부금

45,000,000

44,682,508

(317,492)

2. 영리법인기부금품

0

9,789,524

9,789,524

3.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품

5,000,000

4,608,407

(391,593)

4. 기타기부금품
5. 보조금

0
60,000,000

21,000,000

(39,000,000)

6. 회비수익

0

0

7. 수익사업수입

0

0

8. 기타목적사업수입

1,295,000

1,295,000

9. 3% 단비기금

9,067,600

9,067,600
0

18,300,000

19,834,153

1,534,153

1. 이자수익

300,000

296,493

(3,507)

2. 잡이익

18,000,000

19,537,660

1,537,660

0

9,488,228

9,488,228

1. 퇴직연금충당부채

0

2,966,588

2,966,588

2. 감가상각누계액(건물)

0

685,000

685,000

2. 예수금

0

136,640

136,640

2. 본지점

0

5,700,000

5,700,000

43,039,224

43,039,224

0

43,039,224

43,039,224

0

[2]사업외수입

[3]자산부채수입

[4]전기이월액
1.전기이월액
2.지출총계

171,339,224

96,725,513

(67,113,711)

74,500,000

35,282,147

(31,717,853)

1. 시민참여운동(모금비용)

7,500,000

2,573,954

(9,426,046)

2. 녹색사회운동

12,000,000

4,360,113

(5,639,887)

3. 생태보전운동

10,000,000

7,395,350

2,395,350

4. 야생동물보호운동

5,000,000

5,996,550

(4,003,450)

5. 생태순환운동

10,000,000

3,387,880

(16,612,120)

6. 환경안전운동

20,000,000

0

(10,000,000)

[1]목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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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기후변화대응운동

10,000,000

11,568,300

11,568,300

96,839,224

55,783,536

(41,055,688)

1. 인력비용

66,000,000

49,433,428

(16,566,572)

급여

53,000,000

42,000,000

(11,000,000)

퇴직급여

3,000,000

2,966,588

(33,412)

사회보험부담금

4,000,000

3,449,920

(550,080)

복리후생비

2,000,000

716,920

(1,283,080)

교육훈련비

4,000,000

300,000

(3,700,000)

2. 시설비용

10,000,000

2,279,910

(7,720,090)

감가상각비

1,000,000

685,000

(315,000)

세금과공과_시설

3,000,000

218,810

(2,781,190)

차량유지비

2,000,000

0

(2,000,000)

수도광열비

3,000,000

1,005,600

(1,994,400)

수선비

1,000,000

370,500

(629,500)

3. 기타비용

20,839,224

4,070,198

(16,769,026)

사무용품비

3,000,000

363,420

2,636,580

업무추진비

3,000,000

382,048

2,617,952

여비교통비

3,000,000

772,800

2,227,200

통신비

3,000,000

929,530

2,070,470

도서인쇄비

2,000,000

336,000

1,664,000

접대비

3,000,000

237,500

2,762,500

세금과공과_기타

0

101,800

(101,800)

지급수수료

500,000

8,900

491,100

3%기금

500,000

480,000

20,000

잡비

839,224

10,500

828,724

기부금

0

0

0

회의비

2,000,000

447,700

1,552,300

0

5,614,720

5,614,720

5,614,720

45,110

45,110

45,110

45,110

45,110

수입·지출결산서 - 계속

[3]운영비

[4]사업외비용
1. 잡손실
[5]자산부채지출

0

1. 선납세금
3.차기이월액

0

66,07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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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명세서
2021년 12월31일 현재
사)녹색연합 지부 부산녹색연합
◎ 유동자산
[1] 현금과 예금

(단위 : 원)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CMS(주거래통장)

부산은행(1)

256-01-002093-0

8,117,734

해피빈

부산은행(2)

256-13-000643-0

71,064

후원금/회비

부산은행(3)

113-2002-8160-04

11,230,996

경비통장1

부산은행(4)

101-2005-5434-01

74,322

부산은행(5)

256-01-002155-3

6,271,967

부산은행

113-2002-8162-07

7,044,872

부산은행

256-01-002171-3

1,753,947

자체사업- 기후위기대응

부산은행

256-01-002259-9

7,130,531

사업통장-바다정화 활동

부산은행

101-2019-2974-03

126

사업통장-에너지교육

부산은행

101-2019-2981-06

183

사업통장-경비통장2

부산은행

256-01-002170-5

100,425

농협

351-1072-3293073

3

사업통장-파타고니아(가덕도모니터링)

부산은행

101-2005-5436-04

9,652,226

사업통장-연안조사

부산은행

101-2019-2977-02

2,114,776

사업통장

부산은행

101-2019-2979-05

사업통장-아름다운재단(숲속대장~)

부산은행

101-2019-2978-09

0

지로회비

우리은행

1005-301-768455

9,119

자체사업-프로그램 참가비

(생명학교)

사업통장-텃새하우스
사업통장-청년일자리

지원금

사업통장-낙동강하구생명학교

금액

(보통예금 합계)

53,572,291

[2] 기타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단위 : 원)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110-2059-3273-0

5,123,011

정기예금

부산은행

105-2634-7779-05

0

정기예금

새마을금고(2)

9110-2059-3475-5

7,383,829

자료집-기금예치금 정기예금

합계

금 액

12,50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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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순환운동
1. 바다정화 및 연안 쓰레기 모니터링 활동
① 일 시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② 내 용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바다정화 운동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이다. 바다
정화활동과 함께 쓰레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회원의 참여 유도와 교육, 쓰
레기 모니터 자료 분석을 통한 시민 홍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③ 목 적 : 부산의 연안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환경인식 재고를 목적으로 하고, 수집된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기록하여 바다쓰레기로 인한 연안 오염실태를 파악합니다.
2. 난개발 대응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의 보존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부산 시민에게 알리고 환경 문
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재 보호구역 습지보전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③ 목적 :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낙동강 하구 복원 활동 전개 및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호
3. 생명의 강, 낙동강 지키기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낙동강 전체 유역민이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유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하며 낙동강 유역 생태계를 보전한다.
③ 목적 : 낙동강 유역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낙동강 생태계 보전활동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
4. 가덕도 환경 모니터링
① 일 시 : 매월 네 번째 월요일
② 내 용 : 해양보호생물 상괭이의 여러 서식지 위협 요인을조사하고, 참여형 시민 캠페인을 통
해 가덕도 생태계 중요성을 알리고, 대규모 생태계 훼손을 유발하는 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③ 목 적 :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상괭이는 바다 생태계를 풍요롭게 해주고 생태계를 지탱
하는 역할은 한다.

상괭이의 서식지를 지키는 일은 결국 주민들의 삶터를 지키는

일이자 육지와 바다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지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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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 기후위기대응활동
1. 에너지 전환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에너지시민 연대 활동으로 에너지 전환과 핵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③ 목 적 : 미래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리가 할 일을 제
안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2. 기후위기 대응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기후위기 탄소감축 달성할 수 있다.
③ 목 적 : 핵에너지로부터 얻는 전기 생산량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대신 그 부족분은 대체 에
너지로부터 얻는 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의 개선을 통해 민주적
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준위핵페기물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홍보 등의 활동으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생활방사능 감시, 핵발전소, 방사능 물질 사용 업소에 대한 경계활동 등을 전개
하여 방사능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립니다. 조례, 관련 법 개정,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핵발 전
소 폐쇄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고리 1호 기 이외의 노후핵
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냅니다.
3.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에너지시민 연대 활동으로 에너지 전환과 핵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③ 목 적 : 후쿠시마 10주년을 맞는 올해 대중캠페인을 전개하고 수명연장 반대 등 노후핵발전
소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원점에서 재검토를 비롯해 부산지역은 고리 1호기 해체의 문제, 한수
원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추진 움직임 등 실제 극렬히 대응하여, 탈핵운동진영을 다시 한 번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환경안전운동
1. 미세먼지 대응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파악하고 저감 활동 전개
③ 목 적 : 선박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 모니터링 중심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현안 문
제와 맞춰 유동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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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보전운동
1. 도심녹지 보존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도심 녹지 조사 및 자료 정리를 통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및 정책 개진
③ 목 적 : 도시자연공원 난개발을 대응하고 도심 녹지 조성
-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난개발 반대 운동 : 이기대 박물관 건립 반대, 이기대, 동생말 중금
속 토양오염 유원지화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도심 녹지 조사 보존 활동 : 도심 녹지를 조사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한다.
- 황령산 녹지 보전할 동
- 숲 가꾸기 사업의 현황 파악 조사
2.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금정산 일대의 자연 환경을 파악하고 기록하여 생태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목 적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 산림 실태를 분석하고 자연생태계와 문화
경관 보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추진이 필요하다.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보
전은 자연공원 환경보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부산
시의 적극적인 국립공원 추진을 요구 한다.
3.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생태 순환을 보전하고,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
③ 목 적 : 무분별한 개발이 만든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결과를 인식하고, 보전하고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
-부산의 생물 종 : 해양 및 습지 일대의 생물 군락을 관찰하고 생태 구성을 기록한다. 또한,
환경의 변화로 감소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종을 파악하고, 유입되어 급격하게 생태를 변화
시키고 있는 외래종의 현황의 자료를 남긴다.
-캠페인 활동 : 지역의 환경 실태에 대해 캠페인 활동으로 시민과 공유한다.

■ 야생동물보호운동
1. 야생동물보호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모든 생명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
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 우리 주변의 동물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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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사회운동
1. 부산현안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지역개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연대
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저지하고 환경인식을 재고한다.
③ 목 적 : 인간 영위의 편리성보다는 생태를 보존하고 공생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장조
사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도시환경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연대한다.1
2. 부산환경교육 활성화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 내 용 : 찾아가는 교육,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
으로 다방면 환경교육을 제공한다.
-환경포럼
-환경 콘서트
-녹색세미나
③ 목 적 : 실천적 활동이 주가 될 수 있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성인 등 한
정적 대상이 아닌 다양한 세대 모두에게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환경교육 토대를
마련 한다.
3. 먹거리 활동
① 일 시 : 연중
②내용 :
-지속가능한 도전 릴레이
-푸드 아카데미
③ 목 적 : 건강한 생태가 만들어 주는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생활 가운
데 실천하고 공유할 수 있다. 강연을 제공하고 릴레이 등 지속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이어간
다.

■ 녹색교육
1. 낙동강하구 생명학교
① 대 상 : 초등 3~6학년
② 일 시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③ 내 용 :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를 체험함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과 생명의 가치와 고마움
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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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자연학교
① 대 상 : 초등학교 3~6학년
② 일 시 : 여름방학 (2박3일)
③ 내 용 :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더
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한다. 자주적 활동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한다.
3. 갯가풀꽃학교
① 대 상 : 가족
② 일 시 :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③ 내 용 : 가족 대상의 숲 생태 교육으로 다양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더 가까이
느끼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4. 생태체험프로그램
① 대 상 : 중·고생 또래 대상
② 일 시 : 홀수 달 송정구덕포 세 번째 일요일 오전 9:30 ~ 오후 1시
③ 내 용 : 지속적인 체험활동과 연안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의 문제점과 모든 생명의 소중함, 공
존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는 청소년 환경 동아리를 구축해 나간다.
5. 찾아가는 학교 환경교육
1) 호기심 바다학교
① 대 상 : 초등학생, 중등학생
② 일 시 : 연중
③ 내 용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연안 조사 및 연안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해양 환경교육을 실시하
고자한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실천을 지속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를 수 있다.

2). 우리동네 방방곡곡 그린 하우스
① 대 상 : 시민 및 참여 자원활동가
② 일 시 : 연중
③ 내 용 :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변화에 대한 현실을 공유하고 개인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크고 작은 캠페인을 개별로 주최하여 적극적
인 환경활동을 경험한다.
6. 녹색교사
① 대 상 : 부산녹색연합 소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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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 시 : 연중
③ 내 용 :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워크샵, 연구회, 발표대회 등을 통해 성과를 증진시킨다. 강사 개별의 교육 정
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결속력을 높이고, 연구자료 및 교육자료에 대해 교차 검
증하는 과정으로 부산녹색연합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의 질을 높인다.

■ 녹색시민참여
① 대 상 : 시민
② 일 시 : 연중
③ 내 용 : 회원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회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 기타
- 녹색살이 운영, 소모임 운영 (들꽃 모임)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아가기_녹색마을공동체 만들기
- 회원 행사, 식목행사, 회원 기행 , 환경의 날 등

■ 조직운영
- 전문 활동가 영입 및 활동가 전문성 강화
- 전문성 보강을 위한 전문교육 위원 구성 및 내실화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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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기 2022년
사)녹색연합 지부 부산녹색연합
과
목
1.수입총계
[1] 사업수익
1. 개인기부금
2. 모금단체. 재단등의 지원금품
3. 시민 회원 프로그램 참가비
4. 회비수익
[2] 보조금수익
1. 지자체보조금수익
2. 국고보조금수익
3. 기타보조금수익
[3] 기타 수익
1. 이자수입
2. 잡이익
[4]전기이월액
1.전기이월액
2.지출총계
[1] 목적사업비
1. 녹색사회운동
2. 생태계보전운동
3. 야생동물보호운동
4. 생태순환운동
5. 환경안전운동
6. 에너지기후변화대응운동
7. 연대사업
[2]회원관리비
1. 회원_도서구입및인쇄비
2. 출금수수료
3. 기타 모금비용
[3] 운영비
1. 인력비용
급여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2. 시설비용
수도광열비

수입·지출예산
1월 1일부터 2022년
금

액

48,000,000
5,000,000
2,000,000
0
15,000,000
45,000,000
5,000,000
300,000
15,000,000
66,079,131

15,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15,000,000
2,000,000
6,000,000
1,000,000
1,000,000

55,000,000
6,000,000
5,000,000
5,000,000
4,000,000

12월 31일까지

201,379,131
55,000,000

65,000,000

15,300,000

66,079,131
201,379,131
82,000,000

8,000,000

111,379,131
79,000,000

4,000,000
1,000,000

차량유지비

1,000,000

수선비

1,000,000

세금과공과

3,000,000

- 53 -

9,000,000

( 단위 : 원 )

보험료

1,000,000

비품

1,000,000

감가상각비(비품, 도서)
3. 기타비용
회의비
여비교통비

1,000,000
2,000,000
4,000,000

통신비

4,000,000

세금과공과_기타

1,000,000

일반관리비

2,000,000

도서인쇄비

2,000,000

사무용품비

1,000,000

외주비

3,000,000

접대비

4,000,000

잡비

379,131

[3]사업외비용

0

1. 잡손실

0

23,379,131

0

3.차기이월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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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우

김명길

김옥이

김현영

박중록

신준용

유진철

이동훈

이은선

전봉진

조근행

최지원

강나리

김명서

김용운

김형주

박지원

신지하

육은찬

이두기

이정희

전부희

조문경

최지향

강미숙

김명진

김윤수

김홍이

박찬익

심미숙

육은체

이미경

이종규

전종창

조영호

하국봉

강성화

김미화

김은경

남기성

박현호

안명희

육택수

이미카엘

이지현

전현수

조용원

하동건

강수민

김민조

김은진

남우정

박혜진

안미진

윤경훈

이민정

이진용

정건일

조우찬

하수진

강승민

김상해

김은하

노경민

반지영

안백합

윤동건

이봉우

이채임

정미영

조은서

하시열

강진영

김서정

김재민

도상훈

배건효

안종혁

윤세웅

이선미

이태원

정수경

조정화

하정연

강혜원

김석훈

김정현

문덕환

배숙희

양세림

윤인규

이선웅

이학경

정수영

주영아

허순행

고광주

김성민

김정화

문정호

배정숙

양지훈

윤인수

이성한

이현정

정승운

천선정

허윤행

곽기영

김수민

김정희

박경희

백선미

엄채강

윤찬웅

이수민

이현종

정유진

천현아

허택

곽정란

김순영

김종근

박민정

성은주

엄혜용

윤충현

이수빈

임은정

정윤현

최근순

허현진

구단아

김승각

김종순

박상현

소현숙

오서진

윤태경

이수진

임현택

정인영

최다솜

홍영현

권혁준

김신형

김지선

박수진

손규민

오수자

윤휘정

이수현

장서원

정주혜

최봉철

황기철

김경애

김아린

김지성

박은미

손규현

오윤희

이가영

이수희

장성윤

정중효

최석재

황성주

김기환

김양희

김지현

박재완

손미숙

옥상곤

이강욱

이승건

장영원

정지원

최성

황시민

김기훈

김영순

김지환

박정기

손성규

옥현주

이기홍

이연지

장인현

정현정

최안숙

김다영

김영희

김철수

박종인

송주배

옥혜정

이남근

이열

장한준

정현채

최우혁

김동현

김옥란

김현숙

박주희

신명화

유경숙

이다은

이영애

장현정

정희경

최정원

김령희

김옥선

김현아

박준희

신정현

유우정

이도윤

이원철

장효순

조귀정

최종석

[연회원]김종숙, 최종석, 한경화
[한세대후원회원-평생회원]김남순,김귀순,김옥순,이동형,유상순,이재만,조성재,최기섭,정윤영,성은주,조희령

- 55 -

제1 장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사단법인 부산녹색연합”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녹색연합의 목적과 환경이념을 추구하며 부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지역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녹색생명의
가꾸기 위하여 환경보존운동과 녹색생명운동을 시민과 더불어 펼쳐나감을 그

도시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모임은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 152-2 한신문화타운상가 305호)에
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각 지역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의 제시
2. 환경과 관련한 각종 교육 문화사업
3. 녹색프로그램 개발
4. 각종 환경 캠페인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
5.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감시단의 조직 및 운영
6. 기타 본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 장회원
제5조 (회원 자격) 본 모임의 목적과 이념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로서 입회원을
제출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모임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모임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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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은 본 모임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1.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임원 혹은 기타의 활동으로 본 모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 장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고문 : 약간 명
공동대표 : 2인 이상 5인 이하
운영위원 : 5인 이상 20인 이하
지도위원 : 5인 이상 30인 이하
자문위원 : 약간 명
사무국장 : 1인
감사 :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1. 고문 : 1) 각 계의 원로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본 모임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 1) 부산시민의 신망을 받고 본 모임의 목적과 이념에 동의하는 덕망을
갖춘 인사를 총회에서 추대한다.
2)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본 모임을 대표한다.
3)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대표로 한다.
4) 상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본 모임을 대표하며, 본 모임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5) 상임대표는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 중
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지도위원 :1) 본 모임의 환경운동을 지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2) 지도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도위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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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문위원 : 1) 환경운동 및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 여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2) 자문위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본 모임의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장을 둔다.
6. 사무국장 : 1)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 모임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7. 감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본 모임의 제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본 모임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 장회의
제12조 (회의) 본 모임에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회의 개최일 일 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공고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소구가 있을 때 상임 대 표가 이를 소집한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및 제정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ㆍ결산의 승인
4) 공동대표 추대 및 감사 선임
5)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기타 본 모임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
7) 본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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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 그 의장이 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모임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2) 정관 개정 심의
3) 예산 및 결산안
4) 지회 및 각종 위원회 설립인준
5) 총회의 위임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7)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8) 기타 본 모임의 중요한 사항
2. 임원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그
위원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안 발의
2) 본 모임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3) 예산 및 결산 수립
4)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임시총회 소집 결의
6) 회원의 포상, 징계 및 복권
7) 회원 및 임원의 회비 결정
8)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위촉
9)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위촉
10) 사무국장 선임
11) 분과위원회의 설립승인, 변경 및 폐기
1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임원회의의 위임사항
14)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책정
15)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제 안건
16)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17) 기타 총회 및 임원회의에 부의할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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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 (분과위원회)
1. 본 모임의 특정사업을 분담,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각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과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 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3.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국
제17조 (사무국)
1. 본 모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설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3. 사무국의 간사 및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장이 임명 한다.
4. 사무국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 장재정
제18조(재정)
1. 본 모임의 재정은 회원 및 임원의 회비와 후원금, 찬조금, 재정사업수입 및 기타
잡수익으로 한다.
2. 회원 및 임원의 회비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3. 본 모임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 본 모임의 재정은 월별공개와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회계 연도) 본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 지로 한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의 총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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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상벌과 복권
제21조 (포상)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 모임의 명예와
공신력을 심각히 실추시킨 임원, 회원에 대하여 운영 위원회의 결의로서 경고, 해임,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3조 (복권) 징계된 사람은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승인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정관개정 및 해산) 본 모임의 정관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임원회의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부의되며, 총회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잔여재산 처분)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정관 제정 1997년 6월 17일
1차 개정 1999년 6월 20일
2차 개정 2000년 2월 20일
3차 개정 2001년 2월 18일
4차 개정 2003년 1월 19일
5차 개정 2005년 2월 19일
6차 개정 2011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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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색연합 회원 모집
부산녹색연합의

회원

이 되어 주세요!

환경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재정적 자립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 회원
□가족회원(월月2만원 이상)□일반회원(월月1만원 이상)□청소년회원(월月5천원 이상)
□연회원(일시납 연年 10만원 이상)□평생회원(일시납 한 세대世代30년100만원 이상)

기업 회원
□일반회원(월月12만원 이상)□「사회적기업/대안기업연회원(일시납연年 130만원 이상)
※부산녹색연합은 후원 모금 행사을 개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의 일회성(일시납) 거액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기업」은 일반회원 가입 신청 후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입 완료되며, 「사회적기업/대안
기업」은 기업일반회원 혹은 연회원(일시납 연年 130만원 이상) 가입 신청 후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입 완료됩니다.
※「사회적기업/ 대안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혹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산자
에게 합당한 노동임금과 환경분담금을 지불하여 공정무역을 실행하는 기업입니다. 생산․ 제조․ 유
통 과정에서의 환경파괴를 최소한으로 하며, 기업 이윤을 환경 복원과 보전에 재투자하는 기업입
니다.
회비 납부 계좌
부산은행 113-2002-8160-04 <예금주 : (사)부산녹색연합 >
회원가입 및 문의
▷전화 051-623-9220
▷팩스 051-623-9303
▷홈페이지 www.greenbusan.org
▷전자우편 green-busan@hanmail.net
▷이름, 연락처, 주소(소식지 및 후원금 영수증 발송), 매월 후원 금액,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전
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로 알려주시면, 확인 전화 드립니다. 확인 전화 후 최종 가입 완료됩
니다.

환경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발행처 부산녹색연합 www.greenbusan.org
부산시 남구 유엔 평화로152-2 한신 문화타운 상가 305호
부산녹색연합은 희망이 있는 환경운동, 생활 속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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