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교육팀

●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

● 청소년갯벌생태교육 ‘게눈’

● 청소년하천생태교육 ‘또랑’

● 계절학교

● 초록교사

● 학교-민간 연계교육 ‘찾아가는 금개구리 자연학교’

●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연대활동)



초록동무(어린이숲생태교육)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을 진

총평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오지 못함. 질병, 미세먼지, 자연재해 등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논의와 결

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코로나 방역지침 단계에 상관없이(3단계 제외) 활동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구상하고, 2021년 초록교사 워크숍을 통해 합의하

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1. 사업목적

○ 어린이 숲 교육 활동을 통해 생명감수성을 일깨움.

○ 자연 안에서 놀며 배우는 생태교육의 장을 실현함.

2. 전년도 평가내용

○ 교육내용은 다음카페(인천녹색연합 초록교사)을 통해 지역별 활동일지를 공유하고 있음. 교재제작을 위해서는 내용의 보완

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역별에 따라 적정한 교사인원 배치 필요함.

○ 연령대에 따른 모둠형성과 주교사, 도움교사 선정은 유지하되 초록교사의 명찰에 ‘도움교사’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기로 

함. 

3. 사업개선방향

○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의 초록동무 신청 시기에 대외 홍보를 진행. 신청/모집인원에 따라 상반기 별도의 대외 홍보 진행여

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영종 초록동무 교사와 사무처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활동 진행과정의 파악이 필요함. 

▶ 진행 및 개선사항 

○ 초록학교(녹색생태교육) 홍보 및 모집 웹자보의 리뉴얼 준비로 인해, 기존회원/신규회원 신청 시기를 상이하게 진행하

지 않고 함께 진행함. 

○ 굿모닝인천 광고모집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함.

○ 영종 초록동무에는 첫 활동과 마지막 활동에 활동가가 결합했으며, 매 달 영종 초록교사 밴드를 통해 활동계획과 결과

를 공유함.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4월~2020년 11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가족회원 중 6~12세, 161명

○ 장소 : 게양구(계양산), 남동구(남동문화공원), 미추홀ㆍ동ㆍ중ㆍ연수구(청량산), 부평구(원적산), 청라ㆍ서구(연희자연마당), 

영종(박석공원)

○ 공동진행자 :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

○ 주요내용

- 월별 생태교육 주제를 정해 일 년의 기간 동안 생명순환에 맞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 

 (예. 3월-기지개, 4월-물오름, 5월-사랑, 6월-변신, 7월-성장, 9월-나눔, 10월-다양함, 11월-비움)

- 질문하는 교육, 함께 살아가는 교육, 나답게 살기위한 교육 지향

- 사전 문진표 작성, 당일 발열확인과 손소독 진행. 

날짜 장소 주제 참여인원 내용
1 3월 8일 - 기지개 - *활동취소



▶ 진행 및 개선사항 

○ 코로나19로 활동 취소 및 대체가 있었음

 -3월 활동취소 

 -4월 활동대체 : 전문가 촬영 생태교육 영상을 사무처에서 전달 / 각 구별로 활동장소에서 4월에 볼 수 있는 식물,곤충 

모습과 풍경을 담은 영상을 모둠담당 주교사가 전달

*교육영상 진행: 나리(함형복), 써니(장선희)

 -5월 : 사무처에서 강낭콩 3개와 절기동화책(도토리할아버지 왜 춥고 더운거예요?), 강낭콩 심는 방법을 함께 보내고 가

족들과 함께 심어보기를 권함 / 각 구별 초록동무 장소에서 5월에 볼 수 있는 식물,곤충의 모습과 풍경을 담은 영상을 모

둠담당 주교사가 전달

○ 신입회원 교육 오리엔테이션 안내와 공지를 진행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소함. 

2 4월 12일
참가자 

자택/인근 공원
물오름 -

1. 사무처 제공: 전문가 촬영 생태교육 영상을 사무처에

서 전달함

*교육영상 진행: 나리(함형복), 써니(장선희)

2. 각 구별 초록동무 장소에서 4월에 볼 수 있는 식물,곤

충의 모습과 풍경을 담은 영상을 모둠담당 주교사가 전

달함. 

3 5월 10일
참가자 

자택/인근 공원
사랑 -

1. 사무처 제공: 강낭콩 3개와 절기동화책(도토리할아버지 

왜 춥고 더운거예요?), 강낭콩 심는 방법을 함께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심어보기를 권함.

2. 각 구별 초록동무 장소에서 5월에 볼 수 있는 식물,곤

충의 모습과 풍경을 담은 영상을 모둠담당 주교사가 전

달함. 

4 6월 21일

계양산, 

남동문화공원, 

청량산, 

원적산공원, 

연희자연마당, 

박석공원

변신 68명

-간식 및 도시락 먹는 활동을 생략하고, 교육시간을 30분 

단축함.

-코로나19 대비 체온측정 및 건강안전 유의사항을 사전

에 공지함.

5 7월 12일

*연수구 : 

남동유수지

(외 위와 동일)

성장 86명 (위와 동일)

6
9월 13일/

9월 20일

계양산, 

남동문화공원, 

청량산, 

원적산공원, 

연희자연마당, 

박석공원

나눔 81명

*13일 진행: 남동구, 연수구, 영종, 청라

*20일 진행: 계양구, 부평구

(외 위와 동일)

7 10월 11일

*연수구 : 

승기천둘레길

(위와 동일)

다양함

*영종: 

맹꽁이 

구출+다양함

69명

-간식 및 도시락 먹는 활동을 생략하고, 교육시간을 30분 

단축함.

-코로나19 대비 체온측정 및 건강안전 유의사항을 사전

에 공지함.

8 11월 8일

계양산, 

남동문화공원, 

청량산, 

원적산공원, 

연희자연마당, 

박석공원

비움 65명 (위와 동일)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

○ 대상 : 교육활동 대상 어린이 회원, 교육활동 부모회원, 초록교사

○ 방식 : 설문지 혹은 전화 의견청취 

▶ 진행 및 개선사항 

○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육에 변동이 많았음. 이에 활동일에 보호자와의 대화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묻고 

수렴함.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방식 : 2019년 창립 26주년 기념행사 후원금, 사무처의 운영비 지원

예산안 결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참가비 80,000 10,000원*8명

수입

참가비 90,000 10,000원*9명

후원금 500,000 미래세대특별후원금 후원금 500,000 미래세대특별후원금

운영비 2,100,000 사무처지원 운영비 2,100,000 사무처지원

합계 2,680,000 합계 2,690,000

지출

여행자

보험
80,000 여행자보험료(신청자)

지출

여행자보

험
26,145 신청자에 한해 가입

자원활

동교사 

식비

2,184,000 52명*6회*7,000원

자원활동

교사 

식비

143,000
초록교사 식비 3회지출

(7,000원 지원)

평가식

비
416,000 52명*1회*8,000원 평가식비 10,000 6월 모둠장회의 1회 진행

홍보비 홍보비

기타비 기타비 913,540

-교육영상제작 500,000

-5월 대체활동진행비 294,740

-6월 대체활동진행비 108,500

-활동가교통비 20,300

합계 2,680,000 합계 1,092,685

결산 1,597,315

○ 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을 알리기 위해 연수구는 활동장소를 2차례 변경하여 진행함.  

 -7월 활동지: 남동유수지

 -10월 활동지: 승기천 둘레길

○ 9월 13일 활동예정이었던 초록동무는 코로나 방역지침의 격상으로 구별 논의로 일정을 그대로 진행 혹은 연기하여 활

동을 진행함. 

 -9월 13일 진행: 남동구, 연수구, 영종, 청라

 -9월 20일 진행: 계양구, 부평구

○ 서구는 청라로 명칭을 정정하고, 연희자연마당으로 활동장소를 변경함.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천대공원의 잠정적 폐쇄공지로 남동구 초록동무는 장소를 변경하여 활동을 진행함.  

○ 중간평가는 구별로 진행하고 전체평가 모임은 희망자에 한해 유종반 대표님과 이야기나눔으로 대신하여 진행함.



- 7월 추경으로 사업 예산안이 변동되어 이를 바탕으로 작성함.

- 계양구와 청라, 연수구의 자원활동교사 식비는 교사간 논의로 지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타 지역에서의 식비도 크게 지출되

지 않았음.

- 상반기, 하반기 평가회의를 구별로 별도 진행하여, 평가식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반기, 영상 교육자료 제작이 있었고 제작비용은 강사비로 지출됨.

7.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공동진행자(초록교사) 
활동여부 확인

○기존 초록동무 교사에게 활동 지속여부 확인

참가자 모집
○기존 참가자 활동지속여부 확인
○신규 참가자 접수

활동일정 및 주제 설정 ○2월 초록교사계획모임 

신규참가자 모임
○진행하지 못함.
(2월공지, 3월 초 진행예정을 연기함)

매달 진행
○코로나로 3월 활동 취소
○매달 소주제에 따라 활동

중간평가
○초록동무 상반기 마무리 및 중간평가
○구별로 중간평가 진행.

참가자 평가
○희망자에 한해 유종반 대표님과 이야기나눔으로 
대신하여 진행함.

연말평가
○구별로 평가회의 진행 후, 공동진행자(모둠장교
사)와 평가내용 공유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00년 ○어린이대상숲교육프로그램 시작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장소:인천의 숲과 갯벌 등

2006년 -장소:인천의 숲과 갯벌 등

2007년 -장소:인천의 숲과 갯벌 등

2008년
-대상인원 : 월90~200여명
-장소:인천의 숲과 갯벌 등

○동일장소,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초록동무(초등), 청개구리(유아), 
 반디친구들(장애우)

2009년
-대상인원 : 월100여명
-장소 : 계양구(계양산목상동), 
 서구(계양산검암동)

○초록동무 서구모둠시작, 
○계양구 지역은 초록동무(초등), 
 청개구리(유아), 반디친구들(장애우) 

2010년
-대상인원 : 월130여명
-장소 : 계양구(계양산목상동), 
 서구(계양산검암동)

○가족회원대상으로 변경.

2011년
-대상인원 : 
-장소 ; 계양구(계양산목상동). 

○계양구,부평구,서구,연수구로 나누어 지역을 기반을 활동



부평구(원적산), 
서구(계양산검암동), 
연수구(청량산) 

2012년

-대상인원 : 
-장소 ; 계양구(계양산목상동). 
부평구(원적산), 
서구(계양산검암동), 
연수구(청량산) 

○부평구, 서구 두번째 토요일활동
○계양구, 연수구 두번째 일요일활동

2013년

-대상인원 : 
-장소 ; 계양구(계양산목상동). 
부평구(원적산), 
서구(계양산검암동), 
연수구(청량산) 

○전지역 두번째 일요일 활동
○초등1학년∼5학년 대상
○부평구 겨울초록동무 운영(12월, 1월, 2월)

2014년

-대상인원 : 월 202명
-장소 ; 계양구(계양산목상동). 
부평구(원적산), 
서구(계양산검암동), 
연수구(청량산) 

○기존활동회원도 매년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참여가능
○여행자보험 필수가입
○유치반(부평구,서구), 부모님반(계양구,부평구) 모집

2015년

-대상인원 : 
-장소 ; 계양구(계양산). 
부평구(원적산), 서구(계양산), 
연수구(청량산), 
남동구(인천대공원) 

○여행자보험희망자에 한해진행
○남동구 지역 신설
○회원/비활동회원/비회원대상등 3차시로 나눠 모집
○메르스로 6월 활동 쉼.

2016년

-대상인원 : 300명
-장소 ; 계양구(계양산). 
부평구(원적산), 서구(원적산), 
연수구(청량산), 
남동구(인천대공원) 

7,135,440
○여행자보험희망자에 한해진행
○회원/비회원 대상 2차시로 나눠 모집.

2017년

-대상인원 : 월 329명
-장소 ; 계양구(계양산). 
부평구(원적산), 서구(원적산), 
연수구(청량산), 
남동구(인천대공원) 

1,067,426
○여행자보험희망자에 한해진행
○회원/비회원 대상 2차시로 나눠모집.

2018년

-대상인원 : 월 297명
-장소 ; 계양구(계양산). 
부평구(원적산), 서구(원적산), 
연수구(청량산), 
남동구(인천대공원) 

1,265,430
○여행자보험희망자에 한해진행
○회원/비회원 대상 2차시로 나눠 모집.

2019년

-대상인원 : 229명
-장소 : 계양구(계양산). 
부평구(원적산), 서구(원적산), 
연수구(청량산), 
남동구(인천대공원) 

2,120,570

○여행자보험희망자에 한해진행
○회원/비회원 대상 2차시로 나눠 모집.
○9월 태풍‘링링’으로 전체 활동 취소 후, 계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는 대체일을 공지하여 활동함.
○자원활동교사 식비 7천원으로 조정함.

2020년

-대상인원 : 161
-장소 : 계양구(계양산), 
남동구(남동문화공원), 
부평구(원적산), 
청라ㆍ서구(연희자연마당), 
연수구(청량산), 영종(박석공원)

1,092,685

○여행자보험희망자에 한해 진행
○회원/비회원 대상 동시에 모집 진행
○코로나의 영향으로 장소변경, 일정변경 등 유동사항이 
발생함.
○4월 생태교육용 온라인 영상 제작함
(도움 : 나리, 써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사무처 운영비 지원 금액을 
조정함.



또랑(청소년하천생태교육)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을 진

1. 사업목적

○ 인천내륙의 가장 큰 하천인 굴포천을 이해함.

○ 하천주변의 식물, 하천을 매개로 살아가는 수서곤충과 하천수질 등을 모니터링하며 하천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깨

우침.

2. 전년도 평가내용

○ 최근 3년간 조사방식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이 방법이 안정됨을 느끼고, 참가자들도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확

인함.

○ 또랑 초록교사의 역량강화 및 하천/하천의 생물종 이해를 돕기 위해 11차시 교육과정의‘청소년하천생태교육자 심화교

육’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2~3개의 강의에 지나지 않았음. 지속적으로 또랑 초록교사의 역량 및 하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

○ 모니터링 지점을 변경함. 굴포1교, 원수지점, 삼산3교, 기후변화체험관지점으로 서부1교 지점을 삼산3교 지점으로 변경함. 

○ 월별 세부 주제 정하지 않음. 모니터링 진행에 시간과 여유가 많이 필요한 모둠이 있는 반면, 모니터링을 신속하게 마치고 

활동에 집중하는 등 모둠별로 활동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함.

○ 2020년 활동에서는 5개 지점으로 확대하여 모니터링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수질조사 시약 등 모니터링 도구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있었음.

3. 사업개선방향

○ 모니터링 방식의 활동내용은 지속하되, 연 주제를 설정하여 해당 연 주제에 맞는 세부주제를 월별로 활동내용으로 함.

○ 2019년 6월부터 진행한 식생그리기 활동을 유지하기로 함.

○ 수질 모니터링 시약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함. 변경하는 시약 가격의 문제로 DO를 우선적으로 변경하여 2020년 홛롱을 

진행함. 

○ 모니터링 지점은 굴포1교, 사근다리 인근 돌다리지점, 원수지점, 삼산3교, 기후변화체험관으로, 모니터링 지점을 5군데로 

확장하여 진행함.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4월~2020년 11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가족회원 중 15~19세 청소년회원, 71명

○ 장소 : 굴포천 대월공원 일대(굴포천)

○ 공동진행자 : 초록교사 5명/ 김경숙(토끼풀), 김유경(샛별), 김현정(산목련), 송윤미(하얀목련), 이영희(파랑새), 최지현(순비기)

○ 주요내용

▶ 진행 및 개선사항 

○ 모니터링 방식의 활동내용을 유지했으나 월별 세부주제는 선정하지 못함.

○ 식생그리기는 활동시간과 현장상황에 따라 모둠별로 판단 후 진행함. 모둠별로 모니터링 활동의 진행속도 차이로 인

해, 모든 모둠이 식생그리기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 수질 모니터링 시약 중 DO를 변경하여 진행함.

○ 모니터링 지점은 기존 4군데에서 5군데로 확대함. 굴포1교, 원주지점, 메타세콰이어 앞 돌다리지점, 삼산3교, 기후변화

체험관 지점에서 진행함. 

원수지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수 방류로 인한, 청천천의 수질조사 필요성으로 사근다리 지점에서 메타세콰이어 앞 

돌다리지점으로 변경함.  



날짜 장소 참여인원 내용

1 3월 15일 - - *활동취소

2 4월 19일 참여자 거주지역 인근 15명
*참여자 개별활동 : 우리 집 근처 물길은 어떤 모습일까?(동네 

물길조사 후 보고서 작성)

3 5월 17일 참여자 거주지역 인근 16명

*참여자 개별활동

-첫 번째 참여자(개인) 주제 : “우리 집 근처 물길은 어떤 모

습일까?” 

-두 번재 참여자(개인) 주제 : “우리 집 근처 물길은 어떻게 

변했을까?”

4 6월 21일 참여자 거주지역 인근 13명

*참여자 개별활동

1. “우리 집 근처 물길은 어떻게 변했을까?”

-집 주변 물길환경 조사(구글 설문지양식으로 진행)

2. 집 주변 물길환경 찬찬히 살펴보기(3가지 활동 중 택1)

5 7월 19일 굴포천 16명 수서곤충 및 식물, 수질 모니터링 1

6 9월 20일 굴포천 20명 수서곤충 및 식물, 수질 모니터링 2

7 10월 18일 굴포천 14명 수서곤충 및 식물, 수질 모니터링 3

8 11월 15일 굴포천 15명 모니터링 지점 걷기, 탐조(지점별 탐조 후 기록)

- 사무처 차량지원이 어려워 기후변화체험관, 삼산3교 지점을 조사하는 모둠은 굴포천역 7번출구에서 별도로 만나 이동함. 활

동을 마치면 모둠별로 바로 해산함.  

- 사전 문진표 작성, 당일 발열확인과 손소독 진행. 

▶ 진행 및 개선사항 

○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첫 활동 취소를 결정하여 공지하고, 4월~6월까지 참여자 개별활동으로 전환함.

○ 매 년 정기적으로 10월에 하천걷기를 진행했으나, 금년에는 5월~10월까지 식생, 저서생물,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11월 맺음식 활동대신 모니터링 지점 걷기와 탐조활동을 진행함.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11월 마무리 활동 후

○ 대상 : 초록교사, 교육활동 청소년

○ 방식 : 설문지

▶ 진행 및 개선사항 

○ 초록교사 : 11월 마무리 활동 후 활동평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 참가자 : 설문지 형식대신 11월 활동 종료 후, 활동소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의견수렴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

예산안 결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참가비 500,000 (6,000원*4회*20명)+20,000원

수입

참가비 282,000 6,000원*47명(총 참여인원)

모금 248,900 해피빈 모금함

합계 500,000 합계 530,900

지출

여행자

보험
144,000 36,000원*4회

지출

여행자보

험
64,153

신청자에 한해 여행자보험 가입. 

4회 진행

활동식 - 코로나로 식사 생략 활동식비 - 코로나로 점심식사 하지 않아, 지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7월 추경으로 사업 예산안이 변동되어 이를 바탕으로 작성함. 연 8회에서 4회로 축소되었으며, 점심식사 생략됨.

- 참가비를 13,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함.

- 기존 예산에는 답사비(회의비), 초록교사 식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식사 생략과 활동 횟수의 축소로 인한 참가비 변동으로 

답사비(회의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음. 또한 초록교사 식비는 초록교사와 상의하여 자부담으로 합의함.

- 초록학교 리플렛 제작을 목적으로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하였으나, 목표액 미달성으로 또랑의 수질 모니터링 키트 및 재료

비로 사용처를 변경하여 지출함. 이에 모금비용이 수입내역에 포함됨. 

7.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비 출비용 없음

교구비 300,000
30,000원*5개(DO구매비)+150,0

00(모니터링 도구)
교구비 472,100

붓, 수온계, 줄자, 수질 모니터링 

키트(DO, COD)

답사비 - 답사비 57,900 답사 후 회의진행(회의비)

기타비 56,000
물고기이동의날 퍼포먼스 진

행비, 기타 물품구매비 등
기타비 50,000

주유비, 개근상품(문화상품권) 구

매

합계 500,000 합계 644,153

결산
-113,25

3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공동진행자(초록교사) 
활동여부 확인

○기존 또랑 교사에게 활동 지속여부 확인

참가자 모집
○기존 참가자 활동지속여부 확인
○신규 참가자 접수

활동일정 및 주제 
설정

○3월 계획논의

매달 진행
○하천 모니터링 진행
○식생그리기 모둠별로 진행
○11월 하천걷기, 탐조 진행

중간평가 ○공동진행자와 상반기 평가 진행

참가자 평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연말평가 ○공동진행자와 활동 평가 온라인으로 진행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3년
인원 :
장소 : 공촌천

○또랑 시작. 담당/이미리
○모둠교사:김경숙, 노미리, 정성혜, 정승희, 주현경

2014년
인원 : 59명
장소 : 공촌천

○모둠교사:김경숙, 김현정, 정성혜, 정승희, 조정애
○교사대상 역량강화교육 진행

2015년
인원 : 
장소 : 굴포천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정성혜, 조정애 담당/서석
진
○굴포천 전 구간 탐사

2016년
인원 : 
장소 : 굴포천

○모둠교사: 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조정애 담당/서석진
○굴포천 중류 모니터링

2017년
인원 : 96명 
장소 : 굴포천

3,853,805원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조정애, 이진섭(도움) 담당/
신정은
○수서곤충모니터링 추가



계절학교(어린이여름자연학교) - 진행하지 못 함.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을 진

※ 코로나 감염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과 더불어 숙박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번개모임을 진

행하려 했으나 무산됨. 번개모임 등의 방식이 아닌, 단일 프로그램으로 2~3차례 나누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사업목적

○ 활동을 통해 생명감수성을 일깨움

○ 자연 안에서 놀며 배우는 생명교육의 장을 만듦.

2. 전년도 평가내용

○ 참가자 모집의 저조로 인해 어린이여름자연학교 진행을 취소함. 대체 프로그램으로 ‘한 여름밤 도심숲 가족캠프’를 인

천대공원 캠핑장에서 진행함.

○ 예년에 비해 모집시작이 늦어, 신청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3. 사업개선방향

○ 모집기간에 여유룰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 신청이 저조한 다른 이유로는 잠자리 불편, 같은 장소에서의 진행 등이 있음.

○ 어린이 여름자연학교 대상의 부모를 통해 어린이 여름자연학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계획안 마련.

○ 초록동무 참여자를 기준으로 3~4개 학교의 여름방학 시기를 조사하여 날짜를 정하도록 함. 

▶ 진행 및 개선사항 

○ 어린이여름자연학교 : 코로나감염 확산, 숙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여름자연학교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생략함. 

교사 모집의 진행에 관련해서 자원활동교사와 논의한 결과, 번개모임을 별도로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됨.

4. 사업추진개요 

○ 프로그램 취소.

5. 참가자 의견수렴

○서부1교, 원수, 삭은다리, 굴포1교 조사

2018년
인원 : 76명 
장소 : 굴포천

2,954,710원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이진섭, 정현주(도움) 담당/
신정은
○방형구를 이용한 식물모니터링
○서부1교, 원수, 굴포1교, 기후변화체험관 조사

2019년
인원 : 91명
장소 : 굴포천

3,154,240원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송윤미, 최지현(도움) 담당/
신을진
○수서곤충, 식생조사 및 수질모니터링 진행
○굴포1교, 원수, 삼산3교, 기후변화체험관 조사

2020년
인원 : 71명
장소 : 굴포천

644,153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송윤미, 이영희, 최지현 담
당/신을진
○수서곤충, 식생조사 및 수질모니터링, 식생그리기 진행
○굴포1교, 원수, 메타세콰이어 앞 돌다리지점(청천천 지류), 삼
산3교, 기후변화체험간 조사



○ 시기 : 활동 종료 후 진행 (진행자 평가회의, 참가자 온라인 설문조사)

○ 대상 : 참가자 및 참가자의 보호자, 초록교사

○ 방식 : 

1)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가 및 초록교사 평가회의 진행

2) 참가자와 참가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진행 및 개선사항 

○ 프로그램 취소로 진행하지 않음.

6. 사업비 및 추진일정은 사업취소로 기재하지 않음.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06

- 인원: 68명
- 장소: 강원도 원주
- 모둠교사: 8명
- 담당활동가: 

박은희,유종반,신정은

5,401,500 - 치악산 숲에서 놀고 즐기는 활동

2007

- 인원: 83명
- 모둠교사: 9명
- 장소: 충남 서산 승봉문화야영

장
- 담당활동가: 박은희,유종반

5,385,000
- 숲, 갯벌에서 진행하는 여름자연학교
- 하늘과 자연 느끼기

2008

- 인원: 33명
- 모둠교사: 5명
- 장소: 홍성 덕곡리
- 담당활동가: 성은혜,유종반

- - 마을 생태탐험

2009

- 인원: 32명
- 모둠교사: 5명
- 장소: 홍성 문당리 생태마을
- 담당활동가: 성은혜,유종반

-
- 생태마을에서 물놀이
- 전례놀이 진행

2010

- 인원: 38명
- 모둠교사: 6명
- 장소: 전북 진안
- 담당활동가: 성은혜,유종반

4,596,020
- 생명을 노래하다
- 자연을 닮은 활동을 진행, 자연에 대한 두려움 벗기

2011

- 인원: 19명
- 모둠교사: 5명
- 장소: 화천 선이골
- 담당활동가: 박주희

1,564,794
- 자연을 닮아, 자연처럼 살아가는
- 최소한의 시설로 자연에 기대어 살아보기

2012

- 인원: 25명
- 모둠교사: 4명
- 장소: 강화 마리학교
- 담당활동가: 박주희,유종반

2,014,330 - 잘 먹고, 잘 놀자

2013

- 인원: 12명
- 모둠교사: 3명
- 장소: 충북 청원
- 담당활동가: 

이미리,성은혜,유종반

1,729,970 - 마을탐방, 시골시장 둘러보기

2014

- 인원: 19명
- 모둠교사: 3명
- 장소: 강원도 평창
- 담당활동가: 

박정희,이미리,유종반

2,810,670 - 내 몸과 마음 스스로 주인되기

2015 - 인원: 26명 3,144,000 - 자연속에서 철들어 보기



1) 2019 어린이여름자연학교는 가족캠핑으로 전환하여 진행함. 가족캠핑 프로그램의 인원/장소/사업비/주요내용을 내용으로 함. 

- 모둠교사: 3명
- 장소: 홍천 구만리
- 담당활동가: 

박정희,신정은,장정구

- 농사짓는 마음으로 알아보기

2016

- 인원: 27명
- 모둠교사: 3명
- 장소: 홍천 구만리
- 담당활동가: 신정은,이예은

3,322,315
- 관계맺음
- 나를 살피는 시간, 친구와 자연과 관계맺기

2017

- 인원: 32명
- 모둠교사: 4명
- 장소: 홍천 구만리
- 담당활동가: 신정은,유종반

3,884,210
- 내 몸과 마음 주인되기
- 물놀이, 수서생물 관찰

2018

- 인원: 36명
- 모둠교사: 4명
- 장소: 홍천 구만리
- 담당활동가: 신을진,이예은

4,917,950 - 즐겁고 자유로운 여름자연학교
- 마을 어른들과 관계맺기

2019

- 인원 : 0명(신청인원:13명)
- 도움교사: 3명
- 장소 : 홍천 구만리
- 담당활동가: 신을진,이미리

159,000 - 신청인원이 저조해 프로그램 취소함.
- 주제: 은하수야 놀자

20191)
- 인원 : 16명
- 도움교사 : 2명
- 장소 : 인천대공원 캠핑장
- 담당활동가: 신을진

662,110
- 물놀이, 습지탐방, 자전거타기 
- 직접 저녁해먹기(바베큐)
- 달빛산책(저녁 산책)

2020 - - *코로나로 활동 진행하지 않음.



초록교사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을 진 

총평

∙ 코로나19로 각종 프로그램 및 모임 준비과정에서 다수 취소함.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세에서는, 다수 인원이 아니더라도 소

수의 인원(소모임 형식)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함. 이에 기후위기, 질병의 유행같은 상황에서, 생태교육의 의미와 가

치에 대해 상기시키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필요함.

∙ 초록교사 워크숍에서 교육 전반의 진행방식 합의와 더불어 초록교사 관련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논도 함께 진행할 필요

가 있음. 

1.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생태교욱활동을 위한 자원활동가 심화교육 과정을 마련.

○ 현장생태교육자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2. 전년도 평가내용

○ 초록교사워크숍

 친환경농업 생산지인 문당환경농업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의 모습과 녹색연합 4대강령을 생각해봄. 겨울나무관찰 및 수목원을 

방문하여 수종공부를 진행.

○ 현장심화교육과 목마름강좌 “꿈틀”을 통합하여 연 2회, 1박2일로 진행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현장심화교육 1박2일 

일정으로 하반기에 1회, 목마름강좌 “꿈틀” 1회 진행됨.

○ 현장심화교육

 2018년부터 전직 초록교사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참여, 교류를 이끌어내지 못함.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의 현장심화교육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하반기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수종관찰뿐 아니라 

계절별 별자리 관찰, 기후위기를 생태교육에 접목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목마름강좌 “꿈틀”

 현장심화교육과 결합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하여 번개형식의 방식으로 진행됨.

 초록교사 밴드를 통해 공지, 댓글로 신청접수를 진행함. 

 꿈틀을 통해 전직 초록교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초록교사 간 교류 및 전직 초록교사의 활동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함.

○ 신규교사교육

  중간모임을 통해 활동에 도움을 주려했으나 진행하지 못함. 금년 신규초록교사를 위한 모임의 필요성 있음. 

3. 사업개선방향

○ 모든 프로그램 계획시 의견반영이 매우 중요함. 결정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여를 권유하고 그 과정에

서 장소, 내용 등이 결정될 때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유념하여 계획을 세움.

○ 지난해와 유사한 형식의 목마름강좌를 연속 진행하되 직장인을 고려하여 평일/주말 비율을 대등하게 배치하여 구성함. 연

초에 활동별 계획회의 진행 시, 목마름강좌를 도와줄 초록교사를 사전에 섭외하여 날짜를 미리 공지 하는 등 초록교사의 참

여를 이끌어내도록 시도함. 

▶ 진행 및 개선사항 

○ 초반에 목마름강좌로 진행한 절기생태놀이 후, 재강의 요청이 많았음. 이를 수렴하여 현장심화교육으로 이어서 진행함.  

○ 초록교사 사전 섭외와 이를 미리 공지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일자를 평일과 주말에도 진행하는 등 요일을 고루 배치하

여 진행함.



4. 사업추진개요 

사업명 진행 횟수 기간 참여 인원 주제

초록교사 워크숍 1회 2/9(일) 32명
평화적 소통과 교육 / 계양산 등산로 

실태파악

목마름강좌 1회/4회 4/1(수) 20명 생태절기놀이(상)

현장심화교육 1회/2회 9/27(일) 15명 생태절기놀이(하)

1) 초록교사 워크숍

○ 기간 : 2월 9일(일)

○ 대상/참여인원 : 초록교사 /  63명 중 32명

○ 장소 :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계양산

○ 공동진행자 : 생태교육센터 이랑

○ 주요내용 : 평화교육과 평화적 소통, 대화의 방법(피스모모) / 계양산 겨울산행 / 계양산 등산로 실태 파악과 의견 나눔. 

2) 목마름강좌 “꿈틀”

○ 기간 : 4월 1일(수)

○ 대상/참여인원 : 초록교사 / 63명 중 20명

○ 공동진행자 : 생태교육센터 이랑

○ 주요내용

- 절기생태놀이 교육책 출간기념으로 생태놀이수업을 요청함. 봄절기를 중심으로 절기의 의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놀이수

업을 공유.

3) 현장심화교육

○ 기간 : 2020년 9월 27일(일)

○ 대상/참여인원 : 초록교사 / 63명 중 15명

○ 장소 : 계양산

○ 공동진행자 : 생태교육센터 이랑

○ 주요내용

- 자연놀이 배우기(절기생태놀이) 1회 진행.

- 상반기 녹색교육활동 진행 후, 활동별 초록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의 주제를 파악하여, 교육담당 활동가와 논의/선정하여 하

반기에 강의형식으로 1회 진행.

4) 신규 초록교사 모임

○ 목적 : 신규 교사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단체 소속감을 높여 활동기간을 지속하고자 함. 

○ 시기 : 2월 2일(신규교사 오리엔테이션)

○ 대상/참여인원 : 신규 초록교사 / 10명 중 9명 

○ 주요내용 : 생태교육관련 특강과 녹색교육의 커리큘럼, 특징 등 공유/ 의견 나눔

5) ‘코로나시대에 생태교육자가 추구해야할 길’ 이야기나눔

○ 목적 :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질병 확산의 공포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가치를 정립하고자 함. 

○ 시기 : 10월 8일(목), 11월 8일(일) 2회

○ 대상/참여인원 : 초로교사 / 30명(2회)

○ 주요내용 : 코로나19의 발생원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현재 상황, 생태교육은 왜 필요한가, 생태교육자의 자세 등.



○ 공동진행자 : 생태교육센터 이랑

▶ 진행 및 개선사항

○ 초록교사 워크숍은 계획한 바를 원활히 진행함. 

○ 목마름강좌 <꿈틀> 

- 둘레길 탐방, 자연생태 돌아보기, 젠더의식 강의 등을 주제로 연 4회 계획했으나 1회 진행함. 

- 국립수목원으로 자연생태 돌아보기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2차례 연기되어 진행하지 못함. 

○ 현장심화교육

- 자연놀이(절기생태놀이) 배우기 진행. 

- 4월 진행한 목마름강좌(입춘~하지) 이후의 절기인 소서~대한까지의 절기생태놀이를 배움.

-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내 교육을 지양하고 실외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 진행함.

- 연 2회 계획했으나 1회 진행함.  

○ 신규 초록교사 모임

- 연초(2월) 신규교사 오리엔테이션은 진행했으나, 8월에 계획한 중간모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진행하지 못함.

- 신규 초록교사 상반기 모임을 계획했으나, 4월 코로나감염 확산 우려로 당일 취소자가 다수 발생하여, 모임을 취소함.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생태교육의 가치와 생태교육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6) 2020년 초록교사 현황(주옥제외 총 62명) * ____은 올해 신규 초록교사

○ 초록동무(51명) : 계양구(15), 남동구(10), 부평구(10), 청라(3), 연수구(9), 영종(4)

(계양구) 김경숙, 김민경, 김정환, 박유순, 박정희, 원용녀, 이미숙, 이상숙, 이은수, 김순주, 김재실, 노기란, 박인양, 안근호, 최

춘심

(남동구) 강윤자, 김유중, 김윤남, 박은하, 손영미, 윤수진, 이점숙, 임순희, 장성희, 정영미

(부평구) 김복순, 도진미, 양수진, 윤민자, 이미남, 이미화, 이상희, 강유진, 김동숙, 정해은

(서구&청라) 김순자, 박옥희, 이근섭

(연수구) 곽영자, 권란숙, 배연자, 정환성, 허순자, 박성례, 김영숙, 오송원, 이지화

(영종) 장선희, 함형복, 장학영, 임재균

-게눈(6명) : 강인숙, 김옥희,유미선, 이연경, 장기순, 조명진

-또랑(6명) : 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송윤미, 이영희, 최지현

-안식년(5명) : 김은숙, 김현희, 박유순, 서다숙, 이영희, 장필남

*연초에 연수구 초록동무에서 활동 예정이었던 박지현(도토리)선생님이 3월 전, 불가 의사를 밝힘. 

*위와 마찬가지로 영종 초록동무에서 활동 예정이었던 하상교(비수리)선생님이 개인 사정상 3월 활동 전, 불가 의사를 밝힘. 

*영종 초록동무와 게눈에서 6월까지 활동하던 김도윤(클로버)선생님은 개인 사정상 초록교사 활동이 어려워 중단함.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매 프로그램 종료 후

○ 대상 : 참가자

○ 방식 : 프로그램 되돌아보기, 설문지, 개별 전화확인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 진행 및 개선사항 

○ 프로그램 되돌아보기, 소감 나누기, 개별 문답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 설문지 방식의 의견수렴은 진행하지 않음.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사무처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진행함.

- 7월 추경으로 사업 예산안이 변동되어 이를 바탕으로 작성함. 

- 중간 추경으로 예산을 감소했고 이미 지출된 운영비의 영향으로 적자의 결과가 발생함. 

7. 추진일정 

예산안 결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참가비 1,220,000

워크숍 8,000원*40명,

심화교육 30,000원*2회*15

명 수입

참가비 244,000

워크숍 (8,000원*8)+(10,000원

*5명)

심화교육 10,000원*13명

운영비 1,000,000 사무처 지원 운영비 1,000,000 사무처 지원

합계 2,220,000 합계 1,244,000

지출

워크숍 1,200,000 식비, 강사비(30인 기준)

지출

워크숍 1,075,400 강사비, 식비

현장심

화교육
600,000 식비, 차량비 (2회)

현장심화

교육
452,000 강사비, 식비

목마름

강좌
370,000 강사비, 다과비

목마름강

좌
(비용지출 없음)

초록교

사

10주년 

기념액

자

50,000 2명(서다숙, 장기순)

초록교사

10주년 

기념액자

49,400 2명(서다숙, 장기순)

이야기나

눔
109,300

코로나 이야기나눔 2회, 초록

동무 관련 회의 1회 진행

합계 2,220,000 합계 1,686,100

결산 -442,10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활동여부확인
○전년도 활동한 교사대상 활동여부 확인
○중단교사 대상 활동제안

신규교사O.T ○인천녹색연합 교육내용 및 활동안내

초록교사워크숍
○올해 활동대상 교사간의 친목을 도모 및 교육나
눔

목마름강좌 ○생태절기놀이

신규초록교사미팅 ○진행하지 못함.

현장심화교육
○초록교사의 요구를 반영해 생태절기놀이를 이어

서 진행함.

이야기 나눔
○질병과 기후위기에서 생태교육의 의미와 생태교

육자의 자세

연말평가 ○활동가 평가 및 사무처 평가 내용 공유



          

* 초록교사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4
인원:19,15명/4명
장소:아름드리도서관
일정:2/21(금),2/22(토) 

○영화감상
○초록교사약속정하기
○빌딩쌓기, 참여형의사결정
○진단평가
○뒷풀이

2015
인원 : 44명
장소 :인천대공원너나들이캠핑장
일정 : 1/23(금)~1/24(토)

○놀이특강
○각지역 소개 및 안건 토의

2016

< 워크숍 >
인원 : 30/56명
장소 : 강화일대
일정 : 2/22(월)~23(화)

○교육활동돌아보기
○심화교육일정
○강화숲산책/교동도 탐방

< 현장심화교육① >
인원: 7명
장소: 천리포수목원
일정: 4/2(토)

○프로그램 신설
○천리포수목원 둘러보기&식생의 이해

< 현장심화교육② >
인원: 11명
장소: 대청도
일정: 11/5(토)~11/6(일)

○인천지역 섬 생태의 이해
○모래사구, 대청도 소나무 정보의 습득

2017

< 워크숍 >
인원 : 38명/4명 
장소 : 북한산국립공원연수원
일정 : 2/11(토)~2/12(일)

1,174,980원

○겨울나무공부
○함께하는 생태놀이/밧줄놀이
○참여형의사소통기법활동
○생명교육의 의미 정리
○도봉산생태탐방

< 현장심화교육① >
인원: 21명
장소: 잣향기푸른숲
일정: 4/29(토)

375,500
○축령산 숲길 산책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

< 현장심화교육② >
인원: 19명
장소: 제주도
일정: 12/14(목)

814,000
○자연속 감각 깨우기
○거문오름탐방

< 목마름강좌 >
인원: 16명
장소: 내용 참고
일정: 내용 참고

*총 7회 진행

21,000

○4/24(월) 월미산 / 산새관찰
○5/23(화) 계양산산림욕장 / 곤충관찰
○6/28(수) 원적산 / 밧줄놀이
○7/19(금) 범박산정자 / 자연물만들기
○9/15(금) 계양산목상동 / 밤산책
○10/23(월) 오조산공원 / 생태놀이
○11/28(화) 교육실 / 생태보드게임
○나눔교사: 강인숙, 심유정, 이영분, 박유순, 김경숙, 
신만덕, 서다숙

2018

< 워크숍 >
인원: 61명/13명
장소: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일정:2/9(금)~10(토) 

841,390원

○마음열기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공유(빗물교육/진로교육) 
○마을탐방 
○교육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생명평화 기도
○겨울나무관찰 등.

< 현장심화교육① > 452,540 ○대이작도 풀등 현장학습



인원: 19명
장소: 대이작도
일정: 4/28(토)

○부아산 생태탐방

< 현장심화교육② >
인원: 24명
장소: 서울식물원
일정: 12/9(일)

50,000 ○서울식물원 탐방&식생관찰

2019

< 워크숍 >
인원: 56명/21명
장소: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일정: 1/26(토)~27(일)

2,409,760

○특별강의 “100년을 내다보는 공동체”
○마을탐방
○4대강령이 담긴 교육방법 토론
○생태교육이란 무엇인가?(영상시청 후 이야기나눔)
○2019년 교육주제 선정하기
○아침 마을산책

< 현장심화교육 >
인원: 17명
장소: 강씨봉자연휴양림, 가평 
자연과별천문대, 칼봉산자연휴양림
일정: 12/7(토)~12/8(일)

1,561,680

○휴양림 숲 해설 들어보기
○계절별 별자리 공부&별관찰
○겨울나무 관찰
○기후변화와 생태교육, 실질적인 교육방법 이야기나
눔

< 목마름강좌 >
인원: 6명
장소: 소래산 산림욕장
일정: 8/7(수)

-
○천연염색 물들이기
○나눔교사: 이점숙

2020

< 워크숍 >
인원: 63명/32명
장소: 계양산,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일정: 2/9(일)

1,075,400

○활동별 2019년 활동내용 공유
○특별강의 피스모모 <평화교육과 평화적 대화>
○계양산 등산로의 현황 확인, 등산로 개선점 논의
○관계 형성하기

< 현장심화교육 >
인원: 16명
장소: 계양산
일정: 9/27(일)

452,000
○24절기 생태놀이
○강사: 강윤자, 박은하

< 목마름강좌 >
인원: 20명
장소: 원적산공원
일정: 4/1(수)

-
○24절기 생태놀이
○나눔교사: 강윤자, 박은하



학교-민간 연계교육(찾아가는 금개구리 학교) - 코로나로 취소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 지 은

총평

○ 팀별 생물종에 맞는 별도의 워크숍 진행이 필요함.

○ 코로나에 대비한 온라인 학습지 만들기, 줌 수업 워크샵을 진행하여 강사들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었

음.

○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이 취소되었음. 온라인, 비대면 강의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사업목적

○ 인천 지역에 서식하는 저어새, 반딧불이, 겨울철새, 제비, 논생물, 금개구리와 그들의 서식지로서의 습지, 생물다양성을 이

해

○ 2018년 저어새, 반딧불이 학교에서 생물종과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인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직접 만나는 프

로그램으로 진행됨. 

○ 생물보호, 습지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증진시킴.

○ 자연, 습지, 저어새 등의 생물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 함양.

2. 전년도 평가내용

○ 찾아가는 자연학교를 진행하는 생태교육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됨.

○ 생물종과 교육대상인 학교 및 학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팀별 생물종에 맞는 별도의 워크숍 진행이 필요함.

3. 사업개선방향

○ 작년 평가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안 수정

▶ 진행 및 개선사항

○ 작년 평가 회의에서 교육내용이 중복된다는 평가가 있어 차시별 수업내용 수정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4월 ~ 11월 

○ 강사 모집 기간 : 2020년 5월

○ 참가 학교 모집 기간: 2020년 6월 ~ 7월

○ 모집대상 : 인천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또는 동아리

○ 모집방법 : 인천시 환경정책과, 인천시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로 공문발송 

○ 공동운영 : 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저어세네트워크, 생태교육센터이랑,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

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 지원 :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 활동교사 : 초록교사 – 강윤자, 김경숙, 최지현, 박은하, 장선희, 함형복 

○ 교육내용

▶ 진행 및 개선사항 

○ 검단중, 도담초에서 신청이 들어왔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취소되어 학교 교육을 시행하지 못함

○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정 부분 온라인 대체 및 취소됨

○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일부 취소되어 11월 새활용플라자 견학으로 대체함.



5. 참가자 의견수렴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집행 및 운영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에서 진행)

7.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사업계획 및 준비 ○사업제안 및 내용구상

강사모집
○초록교사 등 안내 모집, 작년 참여 선생님 및 

신규 신청 선생님 모집
찾아가는 자연학교 
참가학급 모집

○인천시환경정책과, 인천시교육청 공문 발송

강사회의 ○교육프로그램논의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장강의, 온라인강의, 관련기관 견학 등 진행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8
-인원:193명
-대상:부개초등학교, 양촌초등
학교, 인천봉화초등학교

환경부 사업으로 환경과생명

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에서 실

무를 맡아 사업비 진행과 운

영

○반딧불이와 생명다양성, 습지보호의 필요성

2019
-인원:46명
-장소:은지초등학교, 가정초등
학교

“ ○금개구리와 생명다양성, 습지보호의 필요성

2020 -코로나로 인한 수업 취소 “ ○금개구리와 생명다양성, 습지보호의 필요성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 연대단위 : 

‣ 내용 : 

‣ 경과 : 

대한민국환경교육한마당



녹색전환팀

● 과대포장에 화가 난 소비자 ‘과포화’(과대포장 시민 모니터링)

● 자원순환리더 양성교육 (시민 자원순환 교육)

● 황해 청년 탐사단 ‘해결海潔’ (청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 뉴런프로젝트 (온라인 회원 확대)

● 회원관계맺음 및 회원의날



과대포장에 화가 난 소비자 ‘과포화’(과대포장 시민 모니터링)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 지 은

총평

◯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

◯ 평소에 장을 볼 때 포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 데이터가 적다보니 기업, 상품 등의 통계를 내기가 어려웠음.

◯ 구체적인 액션을 진행하지 못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1. 사업목적

○ 현재 마트에서 재포장과 이중포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회원들과 함께 확인

○ 포장 쓰레기 저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통업체, 제조업체에 관심을 촉구

○ 내년에 시행되는 재포장, 이중포장 규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

2. 전년도 평가내용 

3. 사업개선방향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7월~ 9월

○ 대상 : 회원 및 비회원 9명

○ 주요내용

1. 구별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2. 일주일에 한 번 품목을 선정하여 물건 포장 상태 확인

기간 품목

1주
우유 및 유제품(요구르트, 요거트, 치즈, 버터 등)
주스 및 음료수

2주
스낵류
가공식품 (햄, 어묵, 두부, 단무지, 통조림 등)

3주
구강제품 (칫솔, 치약, 가글 등)
세안제품 (샴푸, 바디워시, 로션 등)

4주
청소용품
주방용품

5주
과일, 채소 신선식품
선물세트

▶ 진행 및 개선사항

○ 일부 품목 카테고리 변경

○ 일주일에 두 번 과대포장이 가장 심한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 >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과대포장 제품 제보 

○ 각 구별 회원 모집을 계획하였으나 지역, 회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 수용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2020년 9월 

○ 대상 : 참가자

○ 방식 : 결과보고회 마무리로 소감 나눔, 단체카톡방을 이용하여 소감 올리기



▶ 진행 및 개선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음.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탐방했고, 이후에도 캠페인을 이어나

갈 예정

6. 사업비

○ 사업비 지출하지 않음

7. 추진일정 

          

* 사업 연혁 (자원순환 주제로 진행한 사업을 포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참가자 모집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SNS를 통해 참가자 모집

OT
○포장 쓰레기 심각성 나눔, 마트에서 직접 과대포

장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시행 ○일주일 마다 품목을 정해 모니터링 제보

결과보고회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나눔

제로웨이스트 매장 탐방 ○알맹상점, 울림두레생협 방문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7

○ 에코라이프실천단

-비닐, 플라스틱 줄이기 진헹

○ 지자체・기업 일회용컵 사용 실태조사

2018

○ 에코라이프실천단

-비닐,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과 대안용품 만들기

-여러 단체, 시민들과 함께하는 플라스틱 어택에 참여

○ 지자체・기업 일회용컵 사용 실태조사

2019

○ 에코라이프실천단

-10여명의 회원들과 달마다 주제를 정해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으로 진행

○ 제로플라스틱스쿨

-신명여자고등학교 환경동아리 <Green Light> 와 연계

○ 계산고등학교 학부모회 연계 사업

-비닐과 플라스틱 문제점 확인하고, 대안용품(비즈왁스랩, 샴푸바, 천연치

약가루) 만들기

○ 지자체・기업 일회용컵 사용 실태 조사

-실태 파악 후 지자체에 공문 전달을 통해 시정 요청

○ 자원순환의날(민관협력활동)

-환경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 공동주최

-인천녹색연합, ‘폐의류’를 주제로 조사하고, 정책제안을 담은 토크콘서

트 참여 

2020

○ 과대포장에 화가 난 소비자 ‘과포화’(과대포장 시민 모니터링)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항목을 정해 과대포장 실태 모니터링

-모니터링 후에도 단체카톡방을 유지해 각종 자원순환 관련 정보 공유, 알



자원순환리더 양성교육 (시민 자원순환 교육)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 지 은

총평

○ 도서관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 많이 모집됨.

○ 코로나로 인해 현장 강의가 축소되어(수도권매립지 견학 취소) 아쉬웠음.

○ 참가자들의 출석률과 집중도가 높은 편이었음.

○ 후속 모임 시 경력에 따른 강사 역량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1. 사업목적

○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등이 인천에 위치해 있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 되고 있으나 인천의 생활

쓰레기 매립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    

○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고, 재활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시민들의 자각과 실천도 중요함. 이에 학교, 

아파트 등 마을에서 자원순환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원순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2. 전년도 평가내용

3. 사업개선방향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7월~2020년 9월

○ 대상 :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자 30명

○ 장소 : 계양도서관 교육실, 인천자원순환시설

○ 공동진행자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인천녹색연합,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 주요내용 : 자원순환의 개념과 정책, 인천의 자원순환 현황, 인천 폐기물·자원순환 시설 탐방, 프로그램 기획·개발·실습

회

차
일시 내용 강사

1 7/13(월)
자원순환이란 무엇일까?

: 자원순환 개념과 정책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2 7/15(수) 자원순환마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박인례

(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3 7/16(목)
물건의 탄생부터 전환까지

플라스틱/음식물/의류/건설폐기물
인천녹색연합

4 7/20(월)
자원순환시설 견학

:자원순환센터
인천환경공단 협조

5 7/22(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이화정

인천녹색소비자연대

6 7/23(목)
자원순환 물품 함께 만들기

:밀랍랩, 샴푸바
인천녹색연합

7 7/27(월) 자원순환 리더로 거듭나기
생태교육센터 이랑

인천녹색연합

맹상점 견학 등의 활동 이어감.

○ 자원순환리더 양성교육

-계양도서관, 생태교육센터 이랑과 협력



▶ 진행 및 개선사항 분

○ 기존 계획에서는 4월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7월로 교육 시기가 미뤄짐

○ 10차시 수업에서 8차시 수업으로 변동

○ 강사 파견을 위해 환경 관련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일반 참가자도 대다수 있었음

○ 20명 규모의 강의를 예상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30명으로 진행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2020년 7월 29일(수)

○ 대상 : 참가자

○ 방식 : 마지막 수업에 도서관에서 만족도 조사지를 배포하여 의견 수렴

▶ 진행 및 개선사항

○ 강의별 만족도 조사, 전체 참가자가 후속모임 희망, 비슷한 주제의 강의 진행할 시 참가 의사 있었음.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집행 및 운영은 계양도서관에서 진행)

7. 추진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참가자 모집
○인천녹색연합, 생태교육센터 이랑, 계양도서관

을 통한 참가자 모집
교육 진행 ○강의, 현장답사, 실습 진행

후속모임
○4회에 걸쳐 강사 특강 및 기획서 작성, 수업 

시연

8 7/29(수)
초·중·고등

:학교 – 사회환경교육 운영사례

남상덕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사무국장



황해 청년 탐사단 ‘해결海潔’ (청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 지 은

총평

○ 해양쓰레기의 현장을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 직접 답사하여 의미가 있었음.

○ 코로나로 인해 현장답사가 축소되고 원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해양쓰레기 조사에 정기적인, 큰 규모의 데이터 필요.

1. 사업목적

○ 청년 해양쓰레기 교육

-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코로나로 급증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청년들과 공유한다.

-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미래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할 인재를 발굴·육성한다.

○ 황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 현장에서 인천, 더 나아가 황해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기록한다.

- 해양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황해의 섬, 한강 등 유입하천 및 연안을 탐방한다.

○ 해양쓰레기 온라인 캠페인

-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린다.

2. 전년도 평가내용

3. 사업개선방향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 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20~35세) 6명

○ 주요 내용

- 개요

청년들과 함께 인천 바다의 다양한 쓰레기 유형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문제들을 온라인 캠페인으로 제작하여 배포

- 해양쓰레기 유형 및 답사 장소

1. 어업 쓰레기(연평도, 구지도) 

Ÿ 일시: 2020.10.16.-10.17

Ÿ 참가인원: 활동가 4명(장정구, 김지은, 배제선, 허승은)/참가자 6명

2. 하천 유입 쓰레기(볼음도)

Ÿ 일시: 2020.11.7

Ÿ 참가인원: 활동가 4명(장정구, 김지은, 배제선, 허승은)/참가자 6명

3. 관광 쓰레기, 담배꽁초(영종도, 경인IC)/결과보고회 – 온라인으로 진행

Ÿ 일시: 2020.12.19

Ÿ 참가인원: 활동가 2명(장정구, 김지은)/참가자 5명

- 수료 조건

현장답사 80% 이상 참여 (최대 1회 결석 허용)

담당 해양쓰레기 온라인 캠페인 제작 (캠페인 페이지 1개, 광고문구 1개, 광고사진 1개)

온라인 캠페인 제작 기간: 답사 다녀온 뒤 1주일 (수정 컨펌 후 게시)



▶ 진행 및 개선사항 

○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백령도 답사 취소 영종도, 경인IC 영상 시청으로 대체

○ 참가자 중 영상제작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담당할 사람이 없어 취소

○ 관계기관과 해양쓰레기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취소, 내부 결과보고회로 

대체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2020년 12월 19일

○ 대상 : 참가자

○ 방식 : 결과보고회

▶ 진행 및 개선사항

○ 현장 답사가 축소되고 취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

○ 당일 섬 답사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

○ 정기적인, 큰 규모의 데이터 필요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

예산안 결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수

입

환경재단 5,000,000 수

입

해피빈 모금 2,778,900

환경교육

한마당지원
890,250

참가비 180,000 30,000*6명

합계 5,000,000 합계 3,849,150

지

출

백령도 

답사비
1,090,000

선박여객운임비: 290,000

차량 렌트비: 200,000

숙박비: 200,000

식비: 370,000

지

출

연평도·

구지도 

답사비

1,212,750

숙소: 190,000
차량 렌트: 90,000
승선권: 413,700
식비: 208,500
여행자보험: 6,050
구지도 배 대여: 300,000
우비: 4,500 
/ 환경교육한마당 지원금 

890,250 

연평도·

구지도 

답사비

1,331,000

선박여객운임비: 231,000

구지도 배 대여비: 500,000

숙박비: 200,000

식비: 370,000

볼음도 

답사비
343,990

아침 식비: 13,300 
점심 식비: 34,000 
다과비: 9,660
배 탑승비: 32,500 
배 탑승비: 84,500
여행자보험: 5,030 
차량 렌트: 165,000

볼음도 

답사비
232,000

선박여객운임비: 36,000

차량 선적비: 116,000

식비: 80,000 온라인 

캠페인
774,532

페이스북 캠페인 광고 

지출 609,532

+ 캠페이너스 요금 165,000온라인 

캠페인
1,265,000

200,000 x 5광고

수수료: 100,000

캠페이너스 요금: 165,000

인건비 600,000 현장안내비 150,000 x 4회
참가자 

수료 선물
159,300

대나무칫솔 13개 49,400 + 

고체치약 80,400 +샴푸바 

15,000 + 배송비 3,000

+택배 발송비 20,000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기존에는 환경재단 후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무산되어 해피빈 모금을 진행함

- 환경교육한마당에서 연평도·구지도 답사비 지원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백령도 답사가 취소됨

- 온라인 캠페인 개수를 5개에서 3개로 축소하여 광고비용 축소

7. 추진일정 

          

기타 482,000 주유 및 예비비

합계 5,000,000 합계 2,490,572

결산 1,358,578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 SNS, 대외활동 커뮤니티를 통한 참가
자 모집

OT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현장 답사
○영종도, 구지도, 볼음도 현장답사,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영종도, 경인IC 답사는 영상으로 대
체

온라인 캠페인 게시
○각 장소별 담당자를 정하여 온라인캠페인을 제
작,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통해 배포

결과보고회
○온라인으로 진행, 전체 광고 성과 확인 및 해양
쓰레기 해결 방안 논의



 뉴런프로젝트 (온라인 회원 확대)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 지 은

총평

○ 회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보는 것이 의미 있었음.

○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인천녹색연합의 활동을 알릴 수 있었음.

○ 잠재회원 DB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실제 모은 DB는 300명 수준이었음.

○ 인천시민들에게 후원 요구와 모금 아이템이 생소해서 TM 성과가 미미했음.

1. 사업목적

○ 특정 타겟층에게 인천녹색연합 활동 홍보

○ 온라인을 통한 잠재 회원 리스트 확보

○ 환경에 관심이 있는 대중의 회원가입 유도

2. 전년도 평가내용

3. 사업개선방향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7월

○ 주요내용

 -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개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를 통해 설정 타겟층(인천/경기 소재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광고 송

출

 - 온라인 캠페인의 서명을 통해 잠재 회원 데이터베이스(DB)확보

 -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회원가입 유도

 - 확보된 DB 대상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회원가입 유도

 - 온라인 접근 유형, TM등 회원가입 경로를 분석하여 효과 있는 홍보방식 도출

○ 목표

- 잠재 회원 DB 1,000명 확보

- 회원 가입 30명

○ 결과

- 잠재 회원 DB 300명 확보

- 회원 가입 4명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2020년 7월 20일(월)

○ 대상 : 담당 활동가, TM 담당자(이선화 전 녹색연합 활동가)

○ 방식 : TM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회의

▶ 진행 및 개선사항

○ 캠페인 아이템의 구체적인 사업이 연결되지 않아 모호했다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연결되는 4가지 주

제(양서류, 토양오염, 영종2지구 갯벌, 점박이물범) 캠페인 제작하여 온라인 광고 진행, 어떤 주제가 호응도가 높은지 확인

하려 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했음.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서명자 DB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TM 비용 및 가입 회원 선물 비용 감소

7. 추진일정 

예산안 결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수

입

수

입

전국녹색

연합 3% 

기금

2,600,000

합계 합계 2,600,000

지

출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165,000
스탠다드 요금제 25,000*6

개월 +부가세

지

출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165,000
스탠다드 요금제 25,000*6개월 +

부가세

온라인 

광고 

비용

2,000,000

온라인 

광고 

비용

2,000,000

TM 1,500,000 TM 1,250,000

가입 

회원 

선물

300,000
‘점박이물범 내년에도 꼭 

만나’ 동화책 (30권)

가입 

회원 

선물

43,200
‘점박이물범 내년에도 꼭 만

나’ 동화책 (4권)

가입 

회원 

선물 

우편비용

200,000

합계 4,165,000 합계 3,458,200

결산 -858,20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개설

○캠페이너스를 이용해 백령도의 점박이물범 

내용의 랜딩 캠페인 페이지 제작

해피빈 모금함 개설
○일시후원자를 위한 점박이물범 해피빈 모

금함 개설

SNS 광고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이용해 관심 및 서명 

유도
자동 뉴스레터 발송 ○서명자를 대상으로 점박이물범 소식 전달

카카오 채널 공지 발송
○서명자를 대상으로 점박이물범 소식 링크 

전달

TM 교육/스크립트 작성
○TM을 하기 위해 TM담당자에게 캠페인 내

용 인수인계

TM
○서명자 300명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권유 

TM 진행
TM 백업 ○TM결과 정리

데이터 분석 및 피드백



회원 관계맺음 및 회원의 날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을 진

총평

∙ 계획한 별도의 회원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진행하지 못함. 계간지 봄, 여름호 발행됨. 

∙ 코로나로 인한 후원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상반기에 미납회원 관리를 일부 진행함. 

1. 사업목적

○ 가입 연차별로 관계 맺는 방식을 다르게 도입해 회원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 매달 후원 회비 납부율을 90%이상으로 관리한다. 

○ 회원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회원의날을 진행한다.  

2. 전년도 평가내용

○ 신입회원의 날 프로그램이 호응도가 낮아 프로그램 진행이 되지 않았다.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 상반기에는 미납회원 관리를 시행했으나 하반기에는 미납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3. 사업개선방향

○ 신입회원의 날을 별도로 기획하기보다 기존 프로그램(예: 회원기행) 또는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예: 계양산 둘레길 걷기) 

안에서 함께 진행한다. 

○ 미납회원과 준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월 1회 날을 정해 연락을 취하거나 정리한다. 

○ 미납회원과 준회원 및 일시회원 현황을 월 1회 사무처회의 때 공유한다. 

▶ 진행 및 개선사항

○ 후원자의 제안으로 회원의날 연극공연을 기획했으나, 코로나 감염자 확산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함.     

○ 2020년 6월에 미납회원 명단을 파악함.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파악된 명단

의 전체인원은 아니나, 일부 회원들에게 미납상황을 전화통화 및 문자로 9명에게 전달함. 재후원으로 전환 1명, 일시중지 

2명, 탈퇴처리 2명 완료함.    

○ 2020년 11월부터 미납회원 전체 명단을 대상으로 전화통화하여 준회원으로 전환, 일시중지, 탈퇴 등의 처리를 진행하

고 있음.

4. 사업추진 계획

○ 기간 : 2020년 6월~2020년 12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회원

○ 주요내용

1) 가입연차별 관계 맺음

- 가입 즉시 : 가입 후 4일 이내 전화통화, 단체 소개 및 회원의 관심분야 파악, 신규회원 가입 감사꾸러미 우편으로 송부.

- 신입회원의 날 : 연 2회 기존 프로그램(예: 회원기행) 또는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예: 계양산 둘레길 걷기) 안에서 함께 진

행한다. 

- 1~3년차 : 문자 또는 전화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 5년차 : 회원인터뷰 대상, 월 1회 회원인터뷰 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유

- 10년차 : 회원총회 때 평생길동무상 수여  

2) 홍보&알림 



- 소식지 : 연 4회 계간지로 변경, 그 달 발간되는 계간지의 컨셉에 따라 원고를 구성하고 편집 

- 초록통신 : 활동알림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월초 1회 문자 발송, 회원들에게 중복 문자라 발송되지 않도록 사무처 회의에서 

미리 발송 내용 공유

- 뉴스레터 : 활동알림 및 보고 월 1회 이메일 발송 

- 페이스북 : 주1회이상 / 전 활동가 사용 정착 및 친구 확대.

*모바일 소식지는 계간지의 발행, 월 1회 뉴스레터 발송의 조건을 고려하여 2020년에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3) 회비납부율 늘리기

- 월 1회 날을 잡아 미납회원과 준회원 현황을 파악한다.

- 파악한 회원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해 재정리한다.

       

▶ 진행 및 개선사항

1) 가입연차별 관계 맺음

○ 2020.1~2020.12 회원가입 160명, 가족회원 117명, 일반회원 41명, 기업회원 2명 

- 교육활동으로 가입 117명, 환경오염 훼손감시 2명, 각종 회원소모임 2명, 생태계조사와 보전 10명, 생활환경 2명, 숲해설

가양성교육 3명, 후원만 3명, 미기입 23명

○ 회원인터뷰(계간지)

- 봄: 2019년 11월 임현선, 12월 심미숙 회원 인터뷰 내용을 실음. / 여름: 김주휘, 노윤희 / 

(가을 미출간) / 겨울: 문은경, 전혜선, 정해은

2) 홍보&알림 

- 2020.04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녹색회원의 가게를 소개하고 알림. 

- 계간지 발행 (봄: 부평미군기지, 여름: 인천의 해안선, 가을 미출간, 겨울: 자원순환

- 초록통신 월 1회(9월,11월 제외) 총 9회 발송함 (작성일 12.17기준으로 현재 12월 미발송됨)

- <뉴스레터>는 매 월 1회 이메일로 발송. 총 11회 발송함. (작성일 12.17기준으로 현재 12월 미발송됨)

3) 회비납부율 늘리기

○  회원 현황

기 간 전체 수 증감

해당기간
비 고
사 항가입

정규
전환

탈퇴
일시중지,

준회원 전환

2020.01.01~01.31 1,833 50 76 72 22 1 　

2020.02.01~02.29 1,840 7 30 26 19 6 　

2020.03.01~03.31 1,830 -10 4 5 15 3 　

2020.04.01~04.30 1,814 -16 4 3 19 1 　

2020.05.01~05.31 1,803 -11 6 6 17 5 　

2020.06.01~06.30 1,790 -13 6 3 16 2 　

2020.07.01~07.31 1,770 -20 11 5 21 4 　

2020.08.01~08.31 1,764 -6 16 12 14 2 　

2020.09.01~09.30 1,753 -11 2 2 12 0 　

2020.10.01~10.31 1,739 -14 3 3 17 4 　

2020.11.01~11.30 1,717 -22 10 8 13 0 　

2020.12.01~12.31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코로나로 회원의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함. 2021년 계획단계에서 미리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6. 사업비

○  회비납부율 현황

기간 신청건수 승인실패 승인완료 신청액 미출금액 출금액 출금률

2020.01 947 80 867 15,844,000 1,425,000 14,419,000 91.00%

2월 957 77 880 16,239,000 1,231,000 15,008,000 92.00%

3월 956 77 879 16,224,000 1,376,000 14,848,000 91.00%

4월 950 76 874 16,134,000 1,385,000 14,749,000 91.00%

5월 943 79 864 16,158,000 1,415,000 14,743,000 91.00%

6월 935 70 865 16,013,000 1,285,000 14,728,000 92.00%

7월 932 83 849 15,928,000 1,490,000 14,438,000 90.00%

8월 936 76 860 16,078,000 1,360,000 14,718,000 91.00%

9월 931 77 854 15,908,000 1,305,000 14,603,000 91.00%

10월 929 79 850 15,823,000 1,440,000 14,383,000 91.00%

11월 922 68 854 16,198,000 1,280,000 14,918,000 92.00%

12월 　 　 　 　 　 　 　

예산안 결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지

출

문자

발송
1,540,000

회원관리프로그램 관리비,

문자발송비 포함

(154,000원*10회)

지

출

문자발송

및 MRM 

사용료

2,226,134

MRM 충전

154,000원*9회=1,386,000원 

MRM 사용료

840,134원

소식지 

발송
1,200,000 300,000원*4회= 1,200,000

계간지&

신입회원 

우편발송
2,245,526

1월) 93,626원

2월) 107,990원

3월) 786,280원

4월) 86,600원

5월) 85,920원

6월) 535,880원

7월) 131,810원

8월) 86,630원

9월) 117,740원

10월) 84,430원

11월) 128,620원

12월) 

소식지 

제작
3,800,000

소식지 제작) 

600,000원*5

회= 3,000,000

소식지 우편봉투 제작) 

800,000원 

계간지

제작

스티비

1년 
348,.000 29,000원*12회= 348,000원

스티비

1년 
348,.000 29,000원*12회= 348,000원



*계간지 제작 금액 미기재 사유: 계정과목 통신비로 기록되어 운영회비 결산에서 ‘소식지제작’외로 잡힘. 추후에 확인해, 

총회자료집에 기재함.

*회원인터뷰 지출 금액 미기재 사유: 계정과목 시민참여로 기록되어 운영회비 결산에서 누락됨. 추후에 확인해, 총회자료집에 

기재함. 

7.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이용료 이용료

작아구입 - - 작아구입 - -

회원인터

뷰
216,000

- 9,000원*2인*12회

= 216,000

회원인터

뷰
총 계 6,756,348 총 계 4,472,008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녹색회원 가게 소개 - 녹색회원의 가게 소개와 안내

 회원인터뷰(5년차 이상 
회원대상) 

- 회원, 회원의가게 인터뷰 진행

 홍보&알림_계간지 - 3월(봄), 6월(여름)호 계간지 발행 

홍보&알림_뉴스레터, 
초록통신

- 인천녹색연합 활동소식을 정기적으로 메일, 
문자를 통해 알림 

 회비납부율 파악, 
 회원현황 관리 

- 회원현황과 회비납부율은 매월 기록으로 남
겼으나 미납회비 비율을 낮추지 못 함.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8.1~
2018.12

- 회원대상 홍보 
- 회원인터뷰:9명
- 신입회원의 날:4명, 인천녹

색연합 교육실 

14,908,000

- 문자 발송료: 2,900,000원
- 소긱지 발송료: 3,600,000원
- 소식지 제작: 6,700,000원
- 작은것이아름답다 구입: 1,600,000원
- 오즈메일러 정기권 구입: 450,000원
- 신입회원 우편발송: 17만원
- 회원인터뷰: 180,000원
- 신입회원의 날: 8,000원 

2019.1~
2019.12

- 회원대상 
- 회원인터뷰
- 홍보(뉴스레터,문자, 계간지)
- 회원의날 

12,557,066

- 회원의날: 459,610원
- 문자발송 및 MRM 사용료: 1,909,646원
- 소식지&작아발송: 1,909,646원
- 소식지 제작: 7,303,000원
- 신입회원 우편발송: 69,560원
- 회원인터뷰: 204,180원

2020.1~
2020.12

- 회원대상
- 회원인터뷰
- 홍보(뉴스레터,문자,계간지)

(4,472,008)

*계간지 제작,

회원인터뷰 

지출비용 누락. 

- 계간지(생태잡지) 제작:
- 계간지 및 신입회원 우편발송: 
- 회원인터뷰: 
- 스티비 사용료:
- 회원관리프로그램 사용료:



         

생태보전팀

● 영종도갯벌보전활동

● 양서류 서식지 보전활동

● 멸종위기야생동물지킴이단

● 파랑(청소년인천섬바다기자단) 10기



영종도갯벌 보전활동

부서 생태보전팀 담당자 이 예 은

총평 : 2016년도부터 인천대교와 진행해 온 영종도갯벌철새의날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이 외 다양한 활동을 

갯벌보전활동을 통해 인천시가 보전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기로 하는 성과 있음.

1. 영종도갯벌 보전활동

1) 불법어구 수거

 ·장소 : 영종도 동측갯벌

 ·4월 7일(화) 12명 참석

 ·5월 7일(목) 8명 참석

 ·5월 30일(토) 16명 참석

2) 영종2지구 흰발농게 조사 

 ·기간 : 4월 27일 ~ 6월 7일 (7차례)

 ·공동조사 : 인천녹색연합,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해양동물학실험실

 ·참여자 : 강인숙, 김경숙, 김도윤, 김옥희, 김지은, 박민자, 박주희, 신을진, 유미선, 이연경, 이영희, 이예은, 장기순, 장선희, 

장정구, 전경순, 전정옥, 정성혜, 조명진, 함형복(21명)

 ·내용 : 영종2지구 개발예정지 일대로 방형구 조사로 진행함. 조사로 인해 14만 마리 이상 서식 확인.

3) 영종2지구갯벌매립반대 1인시위

 ·기간 : 5월 12일 ~ 11월 24일 (132일)

 ·참여자 : 강윤자, 강인숙, 경어진, 곽영자, 권경환, 김순주, 김유경, 김은희, 김일회, 맹재흥, 

           문경숙, 박경화, 박성례, 박유순, 박은하, 박정희, 서일석, 손영미, 심유정, 원용녀, 유종반, 윤애경, 임재균, 이미자, 

이미화, 이영분, 이장수, 이점숙, 이지화, 장기순, 장선희, 장학영, 전정옥, 정해은, 최진우, 최지현, 함형복, 허지훈. (총 38명)

 ·시간 및 장소 : 오전 8시10분-9시10분, 인천시청 후문

 ·내용 : 매일 같은 시간, 장소에서 1인시위 진행했음, 시작, 마무리 기자회견 진행했고, 100일 기념으로 100배 행사 진행함. 

 ·사업비: 614,020 (캠페인 현수막 피켓, 식비, 방형구, 주유비 등)

4) 인천갯벌살리기주간행사

 ·기간: 10월 25일(일) ~ 10월 31일(토)

 ·목적: 인천 갯벌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 

 ·내용: 

     ①25일(일): 갯벌생물 관찰과 보호캠페인  

      -장소: 영종도

      -시간: 오전10시30분-12시

      -내용: 새탐조&흰발농게 관찰, 영종갯벌지키기 캠페인

      -공동진행자: 강인숙, 김옥희, 장기순

      -참석인원: 인천녹색연합 회원 및 비회원 29명

     ②26일(월): 갯벌ASMR

      -장소: 영종도에서 갯벌을 배경으로 바람, 새, 갯벌소리 담음.

      -YouTube 에서 공개됨. 조회수는 66회 

     ③27일(화): 인천갯벌사진전시회 기획단 모집

      -2020년 2월에 진행할 사진전시회 기획단 모집/ 자세한 내용은 4)참고



     ④28일(수): 인천갯벌살리기MV

      -갯벌을 주제로 짧은 영상 제작함.

      -YouTube 에서 공개됨. 조회수는 133회

     ⑤29일(목): 인천갯벌을 위한 작은 음악회

      -장소: 인천시청 앞

      -내용: 갯벌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로 음악회 진행함.

      -초대가수: 경인고속도로

     ⑥30일(금)-31일(토): 해양쓰레기수거 (송도습지보호지역_후원행사겸진행)

 ·후원: 파타고니아

     -세부사업비: 생물관찰(30,400원) ASMRr(14,000원), 음악회(576,900원), MV(400,500원)사진전(18,000원), 기타(59,000원) 총

(1,098,800원)

5) 인천갯벌사진전시회

 ·기획단 및 전시회 출품 대상: 제한없음

 ·기획단 모집 기간: 10월 27일 ~ 11월 10일

 ·준비위원회: 강인숙, 문경숙, 장선희, 함형복

 ·준비위원회회의: 11월 25일, 컨셉, 장소, 일정, 홍보 등에 대해서 논의함. 

 ·전시회 일정: 2021년 2월 20일 기준으로 2주 (기간은 미정)

 ·전시회 장소: 예술회관 전시실, 전철역 등으로 확인 중

 ·사진받는 기한: 12월 3일 ~ 12월 31일 

   -내용: 준비위원회에서 정한 갯벌의 과거와 현재모습을 주제로 사진을 받고 있는 중 

 ·출사: 12월 16일(참석_8명), 2021년 1월 23일 총 2차례

 ·예산: 약 100만원 

2. 갯끈풀 모니터링

 ·공동진행: 해양환경공단

 ·기간: 4월 23일 ~ 10월 29일 (총 11차 조사)

 ·모니터링 범위: 영종도, 신·시·모도, 장봉도, 강화 인근

 ·필드스코프, 쌍안경, 자를 이용해서 갯끈풀 모니터링 진행함. 넓게 퍼지지 않은 갯끈풀은 녹색연합에서 제거하고, 넓게 분

포 한 갯끈풀은 해양환경공단에서 제거함. 

 ·사업비: 4,900,000원 



양서류 서식지 보전 활동

부서 생태보전팀 담당자 이 예 은

총평

3년 동안 모니터링 진행의 결과로 양서류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맹꽁이 제보 등을 통해 지자체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됨. 

1. 사업목적

○ 야생동물 생존권을 보장하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양서류와 그 서식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 및 환경문제 인식 기회 제공.

2. 전년도 평가내용

○ 연초 회원들과 진행하는 모니터링프로그램 후기 등 홍보 필요함.

○ 양서류보호에 관한 의제를 던지는 활동들이 필요함.

3. 사업개선방향

○ 기존 모니터링프로그램 후기는 1회였으나 3회로 계획함.

○ 개구리보호의날 또는 간담회를 통해 의제 활동 계획함.

▶ 진행 및 개선사항

○ 모니터링 후기, 보도자료 등 6회 홍보 진행함.

○ 모니터링, 양서류정책토론회, 맹꽁이 보호활동 등을 통해 지자체 협력 사업이 진행됨.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2월~2020년 12월

○ 대상 : 회원참여 및 일반 시민 참여

○ 장소 : 인천내륙지역

○ 주요내용

1) 양서류 모니터링 및 조사

 ·취지 : 동네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 및 환경문제 인식

 ·기간 : 2월-5월(주1회)

 ·봉사시간 : 2시간

 ·인원 : 19명과 함께 9개 지점에서 진행함. (지점은 아래 표 참고)

   (강윤자, 경가람, 김복순, 류재웅, 류재중, 박성례, 박은하, 손혜정, 신선미, 원용녀, 이미남

    이미자, 이미화, 이선희, 이연경, 이영분, 이준구, 장학영, 채규정)

 ·방식 : 모니터링 기간 동안 회원들이 모니터링 일지 작성. 모니터링일지, 사진, 동영상은 네이버밴드에 공유. 양서류 생태, 

서식지문제,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시간을 2월 23일 예정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됨.



종 기간 지역

두꺼비, 

도롱뇽, 

산개구리
2월말-5월

계양구(계양산2지점)

-솔숲, 사방공사지역

남동구(만삼이네마을)

부평구(2지점)

-원적산공원, 십정동
연수구(2지점)

-청량산, 문학산
서구(2지점)

-꽃뫼산, 공촌천

2) 양서류 서식지 보호활동

 (1) ‘개구리보호의날’ 보호팻말설치 및 정화활동

 ·계양산, 청량산, 법성산에서 모니터링단원 중 3팀이 팻말설치 및 정화활동 진행

 (2) 맹꽁이 울음소리 제보

 ·제보기간 : 7월1~ 9월22일 

 ·제보건수 : 31건

 ·제보인원 : 30명

 ·맹꽁이 팻말 16개 설치함(부평구, 영종도, 연수구, 서구, 부천)

 ·주요 내용 : 올해 맹꽁이 제보를 통해서 개발위험에 처해있거나 로드킬 당한 맹꽁이 현장을 파  악할 수 있었음. 로드킬 

지역은 송도 200m 되는 구간과 영종도 송산공원 주변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런 내용으로 인해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설공

단과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인천시설관리공단과는 내년에 맹꽁이보호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함. 

3) 양서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6월 23일(화) 오후2시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4층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

 ·참석인원 : 34명(활동가 4명 포함)

 ·내용: 인사말_김희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워장

         발제_1.양서류 서식지 보전 사례(김종범_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소장)

         발제_2.장남평야 금개구리 보전 활동(김성중_대전충남녹색연합 야생동물위원회)

         발제_3.인천지역 양서류 서식 현황과 서식지 보전 방향 제안(이예은_인천녹색연합)

         지정토론(좌장_변병설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토론자_ 최진우(환경생태연구 활동가) / 원용녀(양서류시민모니터링단)

                 윤동구(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자연환경팀장) / 강원모(인천광역시 시의원)

 ·평가: 인천시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위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진행함. 인천시에서는 서로간의 네트워크활

성과 정기조사, 시민 인식증진의 필요성을 언급했음. 시의원은 개발계획이 언급되기 전에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강조

함. 양서류 서식지 보전 정책논의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었음

▶ 진행 및 개선사항

○ 5월 금개구리 조사 겸 양서류모니터링 마무리 모임을 기획했으나, 활동 마무리 모임을 가지지 못했음. 

○ 올해는 맹꽁이 서식지 보호 활동에 주력하게 됨. 

○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활동의 내용이 확장됨. 

○ 연초 기획했던 인천 양서류 서식지 현황 홍보는 진행하지 못함. (지도, 기후위기책)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5월

○ 대상 : 양서류보호 활동 회원 및 인천시민



○ 방식 : 마무리 모임 및 활동 소감

▶ 진행 및 개선사항

○ 5월에 계획했던 마무리 모임 진행하지 못함.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 (야생동물보호활동 : 2,500,000으로 예산 변경)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같이가치에서 모금 예산안에서 지급수수료, 물건관세 등을 고려해서 계획해야 함.

- 매년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올해는 100% 모금함 달성했음. 

7. 추진일정

예산안 결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후원금 2,070,000 온라인모금(같이가치)

수입
후원금 1,920,000 온라인모금(같이가치)

합계 2,070,000 합계 1,920,000

지출

식비 900,000

톨비) 6,400원*8회=51,200

식비) 10,000원*9명*8회

=720,000

주유비) 30,000원*4회

=120,000

지출

팻말물품 467,000 467,000(맹꽁이 팻말)

팻말

설치
5,300,000 330,000원*버스 2대*8회

간담회 1,600,000 4,000원*50명*8회 간담회 733,000

600,000(발제&토론비)+

100,000(토론회자료집)+

33,000(토론회현수막)
물품

구입비
840,000 2,100원*50명*8회

물품구입

비
694,700

98,000(온도계)+596,700(망

원경)

주유비 300,000 발제비) 150,000원*2명 주유비 25,300 주유비 1회

기타 100,000 50,000원*2회 기타 84,710
4,000(지급수수료)+

80,710(망원경관세)

합계 2,070,00 합계 2,004,710

결산 -84,71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같이가치
지원

사업비마련

양서류
모니터링

회원홍보 홈페이지. 문자, 페이스북

교육
일시:2/23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취소

모니터링 밴드에 일지 공유
모니터링
일지정리

양서류
서식지
보호

맹꽁이 맹꽁이 울음소리 제보 

홍보 홈페이지, 문자, 밴드 통해 홍보

간담회 준비 및 간담회 진행
양서류홍보 후기, 제보, 보도자료 등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3 인천내륙 금개구리 조사

2016 계양산 계양산 양서류 모니터링

2017 인천내륙 342,300
양서류 조사 및 서식지 보전활동
세계물고기이동의날
점박이물범 보호활동

2018 인천내륙 922,790
-회원과 함께하는 양서류 모니터링활동
-금개구리 조사 및 발표

2019 인천내륙 1,617,000
-회원과 함께하는 양서류 모니터링활동
-계양들녘 금개구리 조사

2020 인천내륙 2,004,710
-회원과 함께하는 양서류모니터링활동내용 기후변화자료, 토론
회에서 정리함.
-맹꽁이 로드킬 활동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 지 은

총평

○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선정하여 캠페인 이미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홍보할 수 있었

음.

○ SNS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인천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토요일 가족 및 회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교육 이외의 녹색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지인에게 소개를 받

은 비회원의 참가가 있었음.

○ 야생생물 출현 시기를 맞추지 못해 개체수를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반딧불이, 알락꼬리마도요 관찰 시기가 늦

어 반딧불이 2마리 관찰, 알락꼬리마도요 관찰 못 함.)

★ 학교 교육과 회원참여 프로그램 두 가지로 계획하였으나 학교 교육이 취소되어 회원참여 프로그램만 진행함. 

1. 사업목적

○ 인천의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함.

○ 참여자의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존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인천시가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깃대종 등 보호정책을 마련

○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장 마련. 

○ 인천의 환경 현황을 회원과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

2. 전년도 평가내용

○ 학생대상 프로그램 진행시 실내강의보다 현장에서의 체험 활동이 보다 효과적임.

○ 활동의 의미를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차시 안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과제와 결과물이 있어야 함.

3. 사업개선방향

▶ 진행 및 개선사항 

○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아닌 회원참여 프로그램 진행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5월~2020년 12월

○ 대상 : 회원 및 비회원

○ 장소 : 영종 미단시티 근린공원, 계양3기 신도시, 계양산, 남동유수지, 영종 씨사이드파크

○ 공동진행자 : 5월: 박주희(다람쥐), 6월: 이예은(느린), 7월: 김경숙(토끼풀), 8월: 함형복(나리)

○ 주요내용

1) 인천녹색연합이 선정한 이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 

- 5월~12월: 이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보도자료, 캠페인 이미지 배포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물 흰발농게 금개구리 맹꽁이 대청부채 반딧불이 알락꼬리마도요 상괭이 두루미

-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포스터, 캠페인 이미지 게시

- 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포스터 및 캠페인 이미지 게시

2)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 5월: 흰발농게 (영종 미단시티 근린공원)

  참가자: 21명



- 6월: 금개구리 (계양3기 신도시)

  참가자: 11명

- 9월: 반딧불이 (계양산)

  참가자: 15명

- 10월: 알락꼬리마도요 (영종 씨사이드파크)

  참가자: 18명

해당 월의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탐방 및 관찰 후 손피켓을 만들어 보호 캠페인 진행

▶ 진행 및 개선사항

○ 매달 보도자료, 캠페인 이미지 제작  

○ 기존 계획은 연초 1회 모집하여 지속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였으나 매달 새롭게 참가자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

○ 코로나로 인해 시작 시기를 한 달 미루었고, 월별 생물, 장소변경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프로그램 종료 후

○ 대상 : 프로그램 참가자

○ 방식 : 면대면 후기 취합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기존에는 5번 모두 참여할 10가족을 모집하여 진행하려고 했으나 매번 새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참가비 수익 변동

- 영종도 답사 시 통행료 지출

7. 추진일정 

          

예산안 결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참가비 500,000 50,000 * 10가족

수입
참가비 270,000 (가족 10,000*20) + (개인 5,000*6)

합계 500,000 합계 270,000

지출

주유비 30,000

지출

통행료 6,400 3,200 왕복

통행료 11,000 5,500 왕복

합계 30,000 합계 17,400

결산 252,60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보도자료, 캠페인 이미지 
배포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선정하여 

그에 맞는 포스터, sns이미지를 제작하고 보도자료 

배포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참가자 모집
○매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참가자 모집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이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생물 

관찰, 손피켓 만들기 등 보호 캠페인 진행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1 -참여인원: 40명 - 저어새, 맹꽁이, 반딧불이 보호활동

2012 -참여인원: 40명 -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

2013 -참여인원: 47명 10,000,000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

2014 -참여인원: 61명 1,694,318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

2015 -참여인원: 39명 - 알락꼬리마도요 보호 활동

2016 -참여인원: 67명 2,115,100 알락꼬리마도요 보호 활동

2017 -참여인원: 24명 44,600
두꺼비,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금개구리, 반딧불이 보호 

활동

2018 -참여인원: 15명 1,071,100
서식지별 깃대종 선정

(삵, 저어새, 반딧불이, 점박이물범)

2019 -참여인원: 15명 1.000.000 영종도 갯벌 탐사

2020 -참여인원: 65명 270,000 흰발농게, 금개구리, 반딧불이, 알락꼬리마도요 보호 활동



파랑(청소년인천섬바다기자단)

부서 생태보전팀 담당자 고 은 비

총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참가자 수가 축소, 취재 형태 및 일정에 변동이 발생,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으로 

나뉨. 내년에 진행할 경우, 참가 학생의 참여율을 높일 방법과 동시에 다른 취재 형태 고안이 필요.

1. 사업목적

○ 청소년이 기자가 되어 섬 지역 주민을 만나 인천 섬 지역의 생태·문화·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인천시 해양정책수립에 기

여함

○ 연 1회 행정과의 간담회를 통해 파랑 활동을 공유하고 청소년 기자가 인천 섬에 대한 의견을 제안함

2. 전년도 평가내용

○ 2019년부터 진행한 영상제작과 관련된 세부적인 교육 필요함  

○ 파랑 교사가 답사를 평일에 1박 2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

3. 사업개선방향

○ 공동 진행자인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사전교육 때 촬영·편집방법 등 교육 진행 예정 

○ 기존에 필참이었던 1박 2일 답사를 선택으로 전환, 사전모임으로 대체함  

▶ 진행 및 개선사항

○ 답사를 선택으로 전환, 사전모임으로 대체했으며 2차례의 취재 준비는 사전모임과 병행함. 

○ 사전기자교육 때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촬영·편집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함.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3월~2020년 12월

○ 대상 : 인천·경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 장소 : 동검도, 무의도, 대이작도, 장봉도

○ 공동진행자

 기사팀: 경어진, 정승희(들풀), 조명진(바람), 최성용(돌고래)

 영상팀: 김정애(꿈지기), 정성용(곰)

○ 주요내용

3월~6월: 파랑기자단 모집 (3월~4월) / 추가 모집 실시 (5월~6월)

7월: 면접심사 및 추가면접 (7/4, 7/6·7/8), 최종선발결과 발표 (7/10), 

     사전기자교육 진행(7/25-26)

(8월 제외)

9월:  1차 취재 진행 (동검도, 9/12)

10월: 2차 취재 진행 (무의도, 10/9)

11월: 3차 취재 진행 (대이작도, 11/14-15)

12월: 4차 취재 진행 (장봉도, 12/5) 

▶ 진행 및 개선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취재형태와 취재할 섬을 변경함  

○ 코로나로 인해 섬 주민들의 우려와 안전 관련으로 인원을 축소함 

5. 참가자 의견수렴



○ 시기 : 2020년 10월

○ 대상 : 참가자

○ 방식 : 참가자를 대상으로 활동 만족도에 대해 후기 나눔 진행

▶ 진행 및 개선사항

○ 매 섬 취재 때마다 참가자 수가 적어 취재 이후에 바로 묻거나 활동 후기에 반영됨  

○ 취재 형태가 바뀌어 아쉽고, 다음 취재 땐 더 잘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

6. 사업비

○ 사업비 구성: 참가비 4,150,000원, 보조금 17,250,000원 (합: 21,400,000원)

○ 사업비 마련 계획(참가비 제외)

- 방식 : 인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 시기 : 2월 

7. 추진일정 

예산안 (사업변경 때 낸 금액) 결산 (참가비, 사업변경 때 낸 금액)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수

입

참가비 3,380,000
330,000*6 (비회원일 경우)

수

입

참가비 3,380,000
330,000*6 (비회원일 경우)

280,000*5 (기존 회원일 경우) 280,000*5 (기존 회원일 경우)

보조금 10,821,150
보조금 10,821,150
자부담 1,157,550

합계 14,201,150 합계 15,358,700

지

출

보조금 9,663,600

-인건비: 4,000,000

-홍보비(보고서): 3,850,000

-임차비: 1,813,600

지

출

보조금 9,663,600

-인건비: 4,000,000

-홍보비(보고서): 3,850,000

-임차비: 1,813,600

홍보비 607,550 포스터제작비, 발송비, 기타 홍보비 607,550 포스터제작비, 발송비, 기타

여행자 

보험
210,000

답사 여행자 보험: 60,000 여행자 

보험
153,016 여헹자 보험만 가입

여행자 보험: 150,000

사전기자

교육
1,125,000 식비, 강사비, 임차비

사전기

자

교육

1,125,000 식비, 강사비, 임차비

답사비 289,500 섬 3곳 임차비 답사비 235,100 섬 3곳 임차비

식대 

및

다과비

390,000 식비 및 간식 구매
식대 및 

다과비
432,060 식비 및 간식 구매

기타 150,000 회의비 및 주민선물 기타 기타 350,000 회의비 및 주민선물 기타

합계 12,435,650 합계 12,566,326

결산 2,812,374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공동진행자 회의
○파랑강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티브로드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학교, 도서관 홍보
○참가자 온라인접수 및 면접



          

* 사업 연혁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1

- 인원:
- 인솔교사: 3명
- 장소: 강화도, 장봉도, 백아도, 볼음
도, 대이작도 

- 환경현안, 생태, 역사 등 다양한 주제 기사화

2012

- 인원: 25명
- 인솔교사: 3명
- 장소: 영종도, 주문도, 대연평도&소
연평도, 울도&지도, 세어도, 자월도

13,300,000 - 환경현안, 생태, 역사 등 다양한 주제 기사화

2013

- 인원: 23명
- 인솔교사: 3명
- 장소: 영흥도, 교동도, 백령도, 
서검도&미법도, 승봉도, 
덕적도&소야도

13,200,000 - 인천섬마을조사단 함께 진행

2014

- 인원: 13명
- 인솔교사: 2명
- 장소: 강화도, 장봉도, 백아도, 
볼음도, 대이작도 

9,200,000 - 세월호참사 직후 중도 취소하는 경우 발생 

2015

- 인원: 11명
- 인솔교사: 1명
- 장소: 영종도, 주문도, 대연평도, 
영종도, 자월도, 울도

8,500,000
- 연초에 인원 모집이 많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
영하는데 어려웠음 

2016

- 인원: 27명
- 인솔교사: 2명
- 장소: 강화도, 승봉도, 교동도, 
백령도, 덕적도, 문갑도

12,450,000

-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 결과 모집 
인원 증가

- 인천시섬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사화
- 2017.1 인천시와 간담회 진행

2017

- 인원: 22명
- 인솔교사: 1명
- 장소: 영종도, 볼음도, 대청도, 
장봉도, 대이작도, 소야도

13,442,395

-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 결과 모집 
인원 증가

- 연 활동 참가비 연초에 걷음 
- 해안쓰레기모니터링 2회 진행 
- 2018.1 인천시와 간담회 진행

2018

- 인원: 32명
- 인솔교사: 3명
- 장소: 영종도, 석모도, 소연평도, 
주문도, 자월도, 무의도, 영종도

26,550,000

- 총 7회 섬취재 진행
- 4회 섬취재에 숲해설, 갯벌생태, 지질학관련 생
태전문가 동행

- 2019.2 인천시와 간담회 진행 

2019

- 인원: 28명
- 인솔교사: 3명
- 장소: 승봉도, 교동도,백령도
  덕적도, 신시모도

25,756,840

- 총 5회 섬취재 진행
- 시청자미디어센터, 티브로드와 함께 영상기자단 
진행

- 2020.1 인천시 간담회 진행

2020

- 인원: 11명
- 인솔교사: 5명
- 장소: 동검도, 무의도, 대이작도, 
장봉도

14,201,150

- 총 4회 섬취재 진행
- 코로나19의 여파로 인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웠음

- 파랑 활동 10년에 들어서면서 과거 활동 기사
와 이후 상황 비교

활동일정 및 올해 계획 
수립

○계획회의

매달 진행 ○사전교육, 4회 섬 취재

참가자 평가
○참가자 수가 적어 
취재 때 마다 의견 취합



회원총회

부서 담당자 이 예 은 

1. 사업목적

○ 인천녹색연합 환경활동운동의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고 내용을 성찰.

○ 지난 해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금년 활동계획을 알림. 

○ 사단법인 창립총회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을 결정 또는 활동의 승인

2. 전년도 평가내용

○ 총회에서 진행하는 공통 프로그램(아름다운지구인상, 평생길동무상, 푸른나무상 등)은 변동없이 매 회 진행.

○ 환경문제나 환경인식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2019년 미세먼지 강의가 좋았다는 평가 있음. 

○ 강의로는 회원과 소통하는 분위기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회원들과 만날 수 있는 사전모임 등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의함. 

3. 사업개선방향

○ 작년활동을 바탕으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박인례 대표의‘당신이 알아야 할 자원순환이야기’강의 준비함. 

○ 사전모임으로 ‘겨울나기 팜프리 비건 화장품 만들기’와 ‘송도자연환경센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견학’진행함. 부대행

사로는 물물교환 진행됨.

▶ 진행 및 개선사항

○ 코로나로 인해 회의 내용은 간결하게 진행했으며, 자원순환 강의는 취소됨. 

○ 사단법인 창립총회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함.

○ 사전모임으로 회원들이 관심사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긍정적으로 검토 됨.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2월 22일(토)

○ 대상 : 인천녹색연합 회원 

○ 장소 :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원 : 이준모, 김민경, 손수정, 최성용, 박주희, 이예은, 장정구

○ 주요내용 : 

<1부 회의마당>

- 참석자 소개

- 아름다운지구인상, 푸른나무상, 평생길동무상 시상

- 2019년 활동/결산 보고 및 승인

- 사단법인 창립 총회로 임원(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선출

- 2020년 활동계획/예산안 보고 및 승인

<사전모임> 

- 2월 12일(수) 14시-16시 : 겨울나기 팜프리 비건 화장품 만들기 / 참석인원: 10명

- 2월 14일(금) 13시30분-16시30분 : 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장, 재활용선별장)견학 / 참석인원: 3명

▶ 진행 및 개선사항 

○ 코로나로 인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자원순환이야기 강의는 취소됨.

○ 사단법인 총회로 잘 진행됨.

○ 사전모임은 실습시간과 현장을 확인 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음. 회원프로그램으로 기획하자는 의견 나옴.



5. 사업비

○ 사업비 구성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강연취소로 강연비는 지출되지 않음. 

6.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07
- 참석인원:
- 장소: 

-

2008
- 참석인원:
- 장소:

- 감사보고 및 승인
-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

예산안 결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지

출

본총회 730,000 대관료, 자료집제작비

지

출

본총회 495,500 495,500(자료집 제작비)

초청강연 200,000 강사비 사전모임 29,000
10,9000(화장품재료비)

-80,000(참가비)

선물비 65,880 대나무칫솔 60개

선물비 244,000

회의비 178,700

218,490(푸른나무상액자 및선물)

561,040(평생길동무_뱃지제작) 

400,000(아름다운지구인상)

1,179,530

푸른나무상, 평생길동무 

아름다운지구인상, 공로패

상패

411,470상패

190,000뒷풀이

예비비 67,200 기타

합계 2,021,370 합계 1,769,910

결산

구분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회의진행 ○총회준비&임원후보 구성 진행

사전모임 ○사전모임 2회 진행

진행 ○회원총회 진행



2009
- 참석인원:
- 장소:

- 초록인상 수여
- 감사보고 및 승인
-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임원선출
- 정간개정
- 문화공연(초청공연, 풍물놀이, 활동가공연)

2010
- 참석인원:
- 장소: 부평구청 중회의실

- 감사보고 및 승인
- 정관개정
-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사단법인 설립의 건
- 경품추첨

2011
- 참석인원:
- 장소: 부평구청 지하 상황실

1,500,000

- 소개 및 마음열기(들어가기)
- 정관개정
- 임원선출
- 사업보고 및 감사 보고 승인
- 결산 보고 및 회계 감사 보고, 승인
- 사업계, 예산안 승인
- 놀이마당

2012
- 참석인원:
- 장소: 부평구청 중회의실

1,500,000

- 초록인상 수여
- 운영위원회 승인
- 정관개정
- 사업,결산보고 & 회계,감사보고
- 활동계획, 예산안 승인
- 어울림마당(사람책을 빌려드립니다.)

2013 - 참석인원: 52명
- 장소: 계양구청 대회의실

- 초록인사, 공로상 수여
- 사업,결산 보고
- 사업, 회계감사 보고
- 활동계획, 예산안 승인
- 임원선출
- 소통마당(녹색생활실천 주제 선정)

2014 - 참석인원: 73명
- 장소: 카페 쉼표 2,926,900

- 정관개정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사업 결산 및 보고, 승인
- 활동계획, 예산보고 및 승인
- 평생길동무, 공로상, 초록인상 시상
- 어울림마당(윷놀이)

2015 - 참석인원: 60명
- 장소: 카페 쉼표

- 정관개정
- 사업, 결산 보고
- 활동 계획, 예산안 승인
- 임원선출
- 안건처리
- 평생길동무상, 공로상, 초록인상 시상
- 어울림마당(제기차기)

2016 - 참석인원: 
- 장소: 계양구사회복지회관

- 활동보고, 결산보고 및 승인
- 활동계획, 예산보고 및 승인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초록인상, 공로상, 평생길동무상 시상
- 어울림마당(우쿨렐레 공연, 2016 주제어 선정, 퀴즈)

2017 - 참석인원: 54명
- 장소: 카페 쉼표

- 활동, 회계 보고
- 활동계획,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임원선출
- 아름다운지구인상, 푸른나무상, 평생길동무상 시상
- 특별강연



2018 - 참석인원: 56명
- 장소: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1,373,420

- 활동, 결산 보고
- 활동계획, 예산안 승인
- 운영위원회 구성
- 아름다운지구인상, 푸른나무상, 평생길동무상 시상
- 그린벨을 울려라

2019 - 참석인원: 54명
- 장소: 카페 쉼표 2,303,720

- 2018년 활동/결산 보고 및 승인
- 2019년 활동계획/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임원(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선출
- 아름다운지구인상, 푸른나무상, 평생길동무상 시상
- 초청강연

2020
- 참석인원: 
39명(활동가9명포함)

- 장소: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1,769,910

- 아름다운지구인상, 푸른나무상, 평생길동무상 시상
- 2019년 활동/결산 보고 및 승인
- 사단법인 창립총회로 임원(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선출
- 2020년 활동계획/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사전모임 참석인원(화장품:10명/선별장:3명)



후원의 날

부서 담당자 신 을 진

*연초 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 평가서 작성.

총평 

∙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한 후원의날 논의는 8월부터 시작함. 사무처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진행 논의는 10월 초부터 진행

됨. 세부 진행사항의 확인 및 논의를 단기간에 진행하다보니 후원행사 전날에 퍼포먼스의 내용을 확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다소 미흡했음. 진행내용의 세부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모금 홍보를 진행한 초반에 고액후원을 중심으로 홍보함.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 소액후원자는 감소했지만 고액후원자는 

증가함. 

∙ 영상제작, 특별후원자 모집을 위한 카드 제작 등 시각적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한 점. 임원의 적극적인 후원자 모집과 

홍보가 목표금액 달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판단됨.  

1. 사업목적

○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모금. 

○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후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자들과 해양정화활동(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함. 

2. 전년도 평가내용

○ 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3. 사업개선방향

○ 평생회원 26인과 특별후원자(미래세대 후원자, 푸른하늘 후원자, 갯벌·섬·바다보전 후원자, 생물다양성후원자)를 발굴한

다. 

○ 후원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진행 및 개선사항

○ 평생회원 27명, 특별후원(갯벌바다 후원자, 미래세대 후원자, 생물다양성 후원자, 생활환경 후원자) 발굴을 계획하여 진

행함. 

○ <그래, 녹색이야!>라는 행사명으로 진행했으며 질병과 기후위기, 각종 환경문제 해결의 방법은 녹색의 가치를 알리고 

녹색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전함.

○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겸해 후원행사 진행함. 

○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은 인천도시공사 지원비로 진행됨 (지원금액: 7,520,000원)

○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회원, 특별후원자 모집을 요청하는 임원의 사진과 글을 게시 

○ 영상, 고액후원 요청 카드(를 제작하여 홍보함. 

- 영상 주제: 쓰레기, 환경현안, 야생생물, 미래세대, 사람

- 고액후원 요청 카드(갯벌바다, 미래세대,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4. 사업추진개요

■ 후원의날 준비위원회의

○ 위원: 임원 및 활동가 전원 

○ 날짜: 8월 20일(목), 9월 3일(목), 9월 15일(화)

   - 후원의날 컨셉, 장소, 목표 모금금액 설정, 모금 방법, 홍보방법 함께 논의



■ 2020년 인천녹색연합 후원의날 <그래,녹색이야!>

○ 날짜 : 10월 30일~31일(금, 토) 양일간

○ 행사개요

10월 30일(금)
시간 내용 비고

10:00~12:00 해양쓰레기 수거
집합장소 : 남동소래아트홀 주차장

(장소: 고잔 갯벌 일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해양쓰레기 수거 및 소감나누기

10월 31일(토)
시간 내용 비고

10:00~12:00 해양쓰레기 수거 장소: 송도6.8공구남서측 습지보호지역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해양쓰레기 수거

15:00~16:00 기념행사 및 수거쓰레기 상차

장소: 송도6.8공구남서측 습지보호지역
*식순

-사회자인사

-대표인사

-평생회원 뱃지 수여

-특별후원자 증서 수여

-초록인상 수여

-참석자 소개

-미세플라스틱 퍼포먼스

-해양쓰레기OUT! 퍼포먼스

-사회자 마무리 인사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

○ 식순 

-해양쓰레기 수거, 사회자인사, 대표인사, 평생회원 뱃지 수여, 특별후원자 증서 수여, 초록인상 수여, 참석자 소개, 미세플라

스틱 퍼포먼스, 해양쓰레기OUT! 퍼포먼스, 사회자 마무리인사, 기념사진 촬영

○ 내빈 약 80여명 참석 / 확인된 참석자 수 : 69명 

○ 모금액: 58,675,000원(2019.12.14. 기준 / 약정금액 포함)   

- 후원자 208명(회원 71명, 비회원 136명)      

○ 평생회원: 김수진, 김승호, 김종문, 문경숙, 변병설, 양대성, 이광표, 임기웅, 정해은, 지용택, 최효정, 한창원, 현동호, 황효

진

○ 특별후원자 

- 미래세대 후원자 : 박성례 / 장학영 / 함형복&심정훈&심정민 가족회원 

- 생물다양성 후원자 : 심유정 / 원용녀 / 이미남 / 이연경 / 이혜진

- 생활환경 후원자 : 진현준 / 한국환경조사평가원 

○ 후원자 : 강상목, 강윤자, 강인숙, 고일숙, 공은택. 권옥례, 권현진, 김경모, 김경숙, 김경희, 김금숙, 김동숙, 김말숙, 김미은, 

김민경, 박범희, 김선옥, 김성갑, 김성숙, 김세엽, 김수진, 김순주, 김승호, 김영분, 김영환, 김유중, 김은영, 김종범, 김진한, 김

혜련, 나준식, 남상민, 남지연, 노수진, 류운기, 문경숙, 문영희, 민경석, 박상문, 박성례, 박수택, 박수환, 박순남, 박순희, 박영

숙, 박옥희, 박은하, 박인규, 박인옥, 박재성, 박정희, 박정희, 박춘목, 박현숙, 박홍순, 박희룡, 방극호, 배용환, 배유미, 배창호, 

변병설, 서용성, 서일석, 서홍덕, 성은혜, 송윤미, 송태호, 신규철, 신기환, 신봉훈, 신정은, 심유정, 안중현, 양대성, 염정희, 원

미정, 원용녀, 유광조, 유신자, 유은정, 유종반, 유진수, 유현빈, 유훈수, 윤동구, 윤소영, 윤수진, 윤정숙, 윤희택, 이가을, 이광

재, 이광표, 이나혜, 이미남, 이미숙, 이미화, 이상권, 이선아, 이세영, 이연경, 이영분, 이영희, 이용헌, 이장수, 이종선, 이준모, 

이지원, 이창숙, 이태환, 이한구, 이현숙, 이형구, 이혜진, 임기웅, 임병구, 임병만, 임순희, 장선희, 장시정, 장학영, 전계숙, 전

상배, 정경연, 정선용, 정성혜, 정장식, 정진오, 정해은, 정호스님, 정환성, 정희윤, 조강희, 조헌기, 진현준, 최용백, 최용익, 최



중기, 최태식, 최효정, 하진미, 한봉호, 한영근, 한창원, 한혜선, 김영수, 함형복 가족회원, 허순자, 허승은, 허홍기, 현동호, 홍

순목, 홍윤서, 황효진

(사)광양만녹색연합, (사)녹색연합, (사)새얼문화재단,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한국내셔널트러

스트, (사)환경정화협회,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제)드림파크문화재단,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EAAFP파트너쉽, ㈜경인방송, 

㈜극동이씨티, ㈜디씨알이, ㈜이피아이티,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OBS경인TV,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스토리사업단 케

이슨24, 노무법인웅지, 녹색법률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백령도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생

명평화포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코샵홀씨(주),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인천대교(주), 인천기독교청년, 인천광역시 생활환

경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사람연대,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항만

공사,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자동차노련인천지역노동

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합, 정수미크론, 참좋은두레생협,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한국남동발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함께걷는길벗회, 현대건설(주) (약정 포함)

5. 사업비

○ 사업비 마련 계획 대비 진행사항

- 방식 : 사무처의 운영비 지원, 인천도시공사의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지원

- 인천도시공사 지원금 7,520,000원

- 인천도시공사 지원금을 제외한 순 지출금액 : 3,807,673원 

예산안

(후원의날 준비위원회 1차 논의 기준)
결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구

분
항목 계 산출근거

지

출

홍보비 1,600,000

- 초청장 제작: 800,000원

- 초청장 및 감사편지 발송: 

600,000원

- 현수막 200,000원

지

출

홍보비 2,161,070

- 초청장, 초청장 봉투 

제작(2,000부) 770,000원

- 초청장 및 감사편지 발송 

443,970원

- 현수막(5개) 177,100원 

- MRM 문자충전 770,000원

제작비 1,643,000

- 영상제작 1,000,000

- 평생회원, 특별후원자, 초록인

상 등 643,000원

제작비 2,559,800

- 영상제작 1,000,000원

- 평생회원, 특별후원자, 초

록인상 등 1,559,800원

식비 1,720,000

- 1인 식사 8,000원*2회*70명 = 

1,120,000원

- 다과,뒷풀이 400,000원

식비 1,099,700
- 식비, 다과비, 뒷풀이 비용 

1,099,700

회의비 30,000 회의비
- 후원행사준비위원회 

회의 3회 진행

물품

구입비
170,000

- 지류, 문구용품, 선물 구입 

170,000원

물품

구입비 
681,700

- 지류, 문구용품, 선물 구입 

681,700

기타 5,900,000

- 장비대여비 1,900,000원

- 인건비 4,000,000원

- 예비비 100,000원

기타 4,825,403

- 장비대여비 750,000원

- 인건비 4,000,000원

- 기타(주유비,여행자보험 가

입비) 75,403원

총 계 11,063,000 총 계 11,327,673



6.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후원행사 
준비위원회의

- 후원행사 준비위원회의 3회 진행 
- 임원 전원으로 준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준비위원회 회의참석은 선택

사항으로 진행함

 초청장 제작 및 발송
- 초청장 2,000부 제작 및 10/16 초청장 발송(회원, 잠

재회원, 행정, 단체 등에 발송) 

 홍보

- 10/7 회원 및 잠재회원 대상. 메일&문자 1차 발송
- 10/10 임원, 평생회원, 잠재회원 대상. 

<생활환경 특별후원> 모집 메일 발송(영상, 특별후원
자 카드 첨부)

- 10/20 <갯벌바다 특별후원> 및 후원요청 문자 발송
- 10/22 임원, 평생회원, 잠재회원, 후원행사 기후원자, 

초록교사 대상. 
<생물다양성 특별후원> 모집 메일&문자 발송(영상, 
특별후원자 카드 첨부)

- 10/23~26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회원, 특별후원자 모
집을 집중적으로 후원행사 홍보

- 10/26~27 인천 내 기업에게 후원요청 팩스 발송
- 10/27 임원, 평생회원, 잠재회원, 후원행사 기후원자, 

회원 대상. 
<미래세대 특별후원> 모집 메일&문자 발송(영상, 특
별후원자 카드 첨부)

- 10.27 임원, 평생회원, 회원, 초록교사, 잠재회원 대
상. 
<사람> 홍보영상 및 소액후원 요청 문자 발송

- 10/28 회원, 잠재회원, 행정, 단체 등에 장소안내 문
자 1차 발송

- 10/30 회원, 잠재회원, 행정, 단체 등에 장소안내 문
자 2차 발송

 감사인사
- 11/6~25 도움주신분들께 감사인사 
- 11/16~23 도움주신분들게 감사편지 발송 

 활동 평가 - 사무처 활동평가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7
- 112명 참석

- 부평구청
5,780,580

- 주제: 생명의 땅 갯벌

- 식순: 여는시/ 대표인사/ 축사/ 참석자소개/ 초록인상 시상, 

평생회원증 전달/ 축하공연/ 함께 나누는 갯벌이야기/ 행운

권추첨

2018
- 126명 참석

- 계양농협
2,808,000

- 주제: 25년의 숲

- 식순: 여는영상/ 대표인사/ 축사/ 평생회원증 수여/ 초록인

상 수상/ 우리의숲/ 마무리인사/ 행운권추첨 

2019
- 130명 참석

- 카리스 호텔
7,651,110

- 주제: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 식순: 함께 하는 식사/ 여는 영상/ 대표인사/ 평생회원증, 

특별후원자 증서 전달/ 초록인상 시상/ 참석자 소개/ 당신

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마무리 인사와 단체사진 촬영 

2020
- 약 80여명 (명단확인 69명)

- 고잔갯벌, 송도 습지보호지역

11,327,673

(3,807,673)

- 주제: 그래,녹색이야!

- 식순: 해양쓰레기 수거 / 사회자인사, 대표인사 / 평생회원 



뱃지 수여, 특별후원자 증서 수여, 초록인상 수여 / 참석자 

소개 / 미세플라스틱 퍼포먼스, 해양쓰레기OUT! 퍼포먼스 / 

사회자 마무리인사 /  기념사진 촬영



현안대응 및 연대활동

○ 토양오염 대응활동

○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응활동

○ 그린벨트 보전 및 관리방안 조성 촉구 활동

○ 인천 미세먼지 저감 활동

○ 계양산 보전 활동

○ 갯벌 보전 활동

○ EAAFP인천경기TF

○ 화학물질 사고 대응 활동

○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 한강하구 수역 보전 관련

○ 경인운하 관련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 탈석탄네트워크

○ 인천내항공공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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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 대응활동

1.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토양오염 대응활동

‣ 연대단위 :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 내용 :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90년대 폐석회 매립 논란이 있던 곳으로 2018년에는 

중금속 등 토양오염이 확인됨.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도시개발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시행을 촉구했고, 

미추홀구청은 사업자인 ㈜디씨알이 측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령함. 하지만 미추홀구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위배

되는 반출정화계획서를 승인해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2019년 5월 감사원에 미추홀구청을 감사청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2020년 1월, 감사원은 오염토양 반출처리가 위법, 부당하다 결론내리고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담당자 3명 

징계 요구함. (이는 감사원이 선정한 우수 감사청구 사례로도 선정되어 포상까지 받음.) 폐석회 아래 다량의 쓰레기가 

확인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양조사를 일방 추진하는 것이 확

인되어 규탄 성명 발표함.

‣ 경과

- 2020.01.28. 감사원, 미추홀구청의 오염토양 반출정화 위법하다는 감사 결과 공개

- 2020.06.08.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부지 폐석회 아래 다량의 쓰레기 확인

- 2020.10.04. 성명서 발표 “용현학익1블록 토양조사, 공동조사단 구성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 2020.12.17. 성명서 발표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 제보로 선정”

2.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대응활동

‣ 연대단위 :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

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미군기지반환인천시민회의 미추홀학

부모넷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중당인천광역시당 민중민주당인천광역

시당 바른미래당인천광역시당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제연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

구민중의집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 인천시민행동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

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

의당인천광역시당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희망을만드는

마을사람들)

‣ 내용 :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파일럿테스트가 2020년 2월 완료되고, 8월부터 본격적

인 정화가 시작됨.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해야 하지만 정화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임. 과거 DRMO였던 A구

역의 정화비용만 682억원이며, 정화계획을 수립 중인 B구역은 100억원 정도 추산되고 있음. 현재 반환협의 중인 나머

지 부지 정화비용까지 하면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임.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정화해

야 하나 여전히 한국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임. 이에 제정당, 인천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주한미

군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경과

- 2020.02.20. 성명 발표.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정화 실증실험 완료. 오염정화비용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

져야 한다.”

- 2020.07.07. 기자회견 진행. “반환된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만 800억원!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 (별도 연대체) 2020.06.17. 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논란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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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국 각 지역에 미군기지가 확인된 지역과 연대해 부실 정화 규명 촉구 기자회견 진행함.

‣ 과제와 향후 계획

- (대책위 차원) 당장의 성과를 얻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에 책임을 촉구해야 하며, 주변지역도 오염된 만

큼 주변지역도 함께 정화되는 과정을 확인해야 함. 

- 공원 조성시 산곡천이 복원되고,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3. 기타

- 2020.03.03. 논평. 문학산, 20년 만에 정화완료! 보다 적극적인 토양환경보전행정 추진해야

- 2020.07.08. 보도자료. 옛 송도유원지 인근부지 토양오염 확인! 인천도시공사는 토양정밀조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응활동

‣ 내용 : 공원조성을 명분으로 한남정맥 훼손하고 아파트 개발하려는 민간특례 검단중앙공원계획을 확인하고, 폐기 촉

구 행동에 나섬. 박남춘 시장이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곳임에도 1년도 되지 않은 새에 30%는 아

파트가 들어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한 것임. 이에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서 결국 인천

시가 민간특례 사업을 철회해 아파트 개발은 병행하지 않고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함. 

‣ 경과

- 2020.01.21. 성명서. “한남정맥 훼손하는 민간특례 검단중앙공원계획 즉각 폐기하라!”

- 2020.01.29. 성명서. “민간특례공원 스캔들, 박남춘 시장에게 묻는다.”

- 2020.01.30. 기자회견문. “인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한 공개 검증을 재차 촉구한다”

○ 그린벨트 보전 및 관리방안 조성 촉구 활동

1. 3기 신도시 반대활동

‣ 내용 : 계양들녘 환경생태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양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수립이 추진

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환경생태현황조사를 요식적인 행정절차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국

토교통부에 조기공급 중단, 제대로 돈 환경생태보전방안 수립을 요청함.

‣ 경과

- 2020.09.10. 성명서“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공급 중단하라”

- 환경생태 현황조사와 관련해 LH, 인천시 등 모임 2차례 진행

‣ 과제와 향후 계획

-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도심 완충지역인 계양들녁 환경생태 보전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니

터링 

2. 남촌산업단지 반대 활동

‣ 연대단위 : 남촌단지 반대 대책위(남촌산단반대주민대책위, 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 내용 :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그린벨트 등 약 27만㎡ 에 첨단산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들어서는 남

촌산단 사업이 추진 중임. 이 계획지 남측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남동측에는 LH에서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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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설 계획에 있음. 만약 남촌산단까지 추진된다면, 남동구는 거대한 산업단지 지역이 됨. 사업의 타당성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업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그린벨트인 남촌산단 계획지

는 남동공단과 도심의 완충지로 인근 지역을 맑고 쾌적한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더욱이 인근 승기천은 

인천하천살리기사업의 대표하천으로 최근에는 복개구간 복원까지 논의되고 있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시대에 하천변

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생태공간으로 복원하고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천녹색연합이 2017년부터 

남촌산업단지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해 왔고, 2020년 대책위를 결성해 남동구청 앞 릴레이1인시위, 기자회견 등 반대

활동을 전개함. 

‣ 경과

- 2017~. 계양산단, 남촌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규탄 입장 표명

- 2020.08.09. 성명서 “남촌산단 전면 재검토 해야”

- 2020.09.17. 공동 성명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남촌산단 추진 중단하라!”

- 2020.11.10. 대책위 성명서“남동구청은 주민 건강 위협하는 남촌산단 즉각 중단하라!”

- 2020.11.27. 대책위 성명서“남촌산단 홍보물 대량 배포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하라!”  

○ 인천 미세먼지 저감 활동

1. 인천 미세먼지 민관TF

‣ 연대단위 :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 

인천환경운동연합

‣ 내용 : 2019년 인천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등 환경현장을 답사하고,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음. 2020년부터 항만대기특

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반영, 진행되고 있는지 간담회를 진행함. 인천항만공사에서 작성한

‘2020-2023 인천항만공사 중기 친환경 업무 계획’을 토대로 2019년 간담회에서 제안되었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 질의, 미세먼지 측정 수치 공개 가능여부,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방안, 항만 이용 차

량에 대한 관리 방안, 지자체와 국가기관과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제안이 있었음.

‣ 경과

- 2020.09.03.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1차 간담회

- 2020.10.13.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2차 간담회

2. 인천 남항 석탄부두 폐쇄

‣ 내용 : 인천녹색연합이 인천 남항 석탄부두 운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된 석탄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김

천, 전라북도 전주, 강원도 영월, 충청북도 단양, 경기도 반월, 포천 등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함. 타지역 석탄 공급

을 위해 야적하고, 대형트럭과 철도로 실어나르면서 발생하는 석탄가루, 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의 몫

이 됨. 석탄수송 화물열차가 정차하는 축항의 조차장은 내항개방의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도심과 가까워 대

기오염원이 되고, 인천앞바다 접근성을 저해하는 석탄부두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2020년 7월 23일 발표

함. 이후 인천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에서 이 의제를 함께 다룸.

○ 계양산 보전 활동

(계양산공원조성촉구시민위원회/계양산반딧불이축제조직위원회/계양산보전을위한한평사기운동본부)

‣ 내용 : 인천시가 계양산롯데수목원 유치를 검토하는 것이 확인되어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차

원에서 2020년 8월 2일 성명을 발표함. 수목원 계획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러한 논란은 계양산보호계획을 수립하

지 않으면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2020년 9월 10일,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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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시의회 등에 요구한 결과,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 예산이 수립됨.  

○ 갯벌 보전 활동

1. 영종도갯벌 보전활동 – 생태보전팀 활동 보고에 수록

2. 제2순환고속도로와 배곧대교 건설계획 대응활동

‣ 내용 :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인천환경시민단체가 대책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며, 전국시민사회단체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음.

‣ 경과

- 2020.05.20. 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고속도로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 2020.06.01. 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으로 국제 망신, 정책불신 자초 말라!

- 2020.06.22. 기자회견문 “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으로 국제 망신, 정책불신 자

초해선 안된다.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 노선 전면 제검토하라! 

- 20200713_기자회견문_협의기구 결정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훼손하려는 인천시 규탄한다!

- 20200729_성명서_제2순환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전면재검토 의견!

- 20201209_기자회견문_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즉시 철회하라

- 20201210_보도자료_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 EAAFP인천경기TF

○ 화학물질 사고 대응 활동 -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

‣ 연대단위 : 화학물질감시인천네트워크(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민주노총인

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

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SK신광아파트비대위)

○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 연대단위 : 가톨릭환경연대,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환경지원센

터,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참좋은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 경과

- 2020.10.0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형 그린뉴딜 전망과 과제” 2020 인천에너지전환포럼

- 2020.12.09.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활동

‣ 내용 : 2020년 한국전쟁발발 70주년으로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이후 중립수역으로 출입이 통제되면서 생태환경이 잘 

보전됨. 남북평화교류를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부터 평화의배띄우기행사가 진행함.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한강하구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강하구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단위와의 네트워크 

진행. 인천광역시가 구성한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와 시민사회가 추진한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경과 

 2020.06.25. 2020한강하구평화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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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평화순례(인천시청~광화문~마포대교~김포전류리포구~강화대교~교동대교~승천포)

 2020.07.09. 국회정책토론회 ‘한강하구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2020.07.20. 찾아가는주민간담회로 교동면주민들과 철책선 등 접경지역주민애로사항논의

 2020.10.08. 인천광역시,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발대식 개최

 2020.11.02.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현장답사(강화외포리~볼음도~선두선착장) 

○ 경인운하 기능재정립 공론화 과정

‣ 연대단위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시민사회단

체연대 등)

‣ 내용 :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 개통(2012.5) 이후 당초 사업계획보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주운 기능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연구를 추진하고 공론화 기구를 구

성·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 6월의 물관리일원화 이후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이

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공론

화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과거에 구성된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정책실패인정, 정치권등책

임자처벌, 재발방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 경과

- 2018.10.15.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기능재정립공론화위원회 구성(15명 ,관광레저,거버넌스,물류,물환경생태분과) 주민인

식조사, 시나리오워크숍, 시민위원회 등 진행

- 2020.06.30. 실패한 경인운하 정치적 외압중단 촉구 기자회견

- 2020.11.24.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주운 기능 폐기하고 인천시민 휴식처 전환 촉구 성명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 탈석탄네트워크

‣ 경과

- 2020.02.11.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출범(49개 단체, 6개 정당, 개인)

- 2020.02.18. 인천 기후행동학교(1차) 진행

- 2020.02.12.~03.14. 기후비상선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

- 2020.03.03.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면담, ‘인천기후비상선포’요구

- 2020.03.12. 인천지역 7개 정당과 기후위기 정책협약 완료

- 2020.04.02.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면담, ‘인천기후비상선포’요구

- 2020.04.09. 제21대 총선 인천지역 후보자에게 기후위기 대응 정책질의

- 2020.04.22. 인천광역시 기후비상상황 선포(인천시장, 인천시의장, 인천교육감)

- 2020.05.27. 배진교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 2020.07.2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차 면담

- 2020.07.2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차 간담회

- 2020.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분야별 정책 워크숍

- 2020.09.08. 2020년 석탄화력발전 없는 인천을 위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2020.09.14. 한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규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2020.09.21. 석탄산업 투자 규탄 기자회견

- 2020.09.24. 논평 ‘인천형 그린뉴딜에 기후위기는 없다’

- 2020.10.08. 논평 ‘인천형 그린뉴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라!’

- 2020.11.21. 동네방네 기후행동



- 64 -

○ 인천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 연대단위 :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교육・문화연구 local+,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

유니온인천본부,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다인아트,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문화인천네트

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복숭아꽃, 비평그룹 시각,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생

명평화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스페이스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국학운

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과바다되찾기시민모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

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중

동구평화복지연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

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예門문화연구소  총47단체

‣ 내용 : 1876년 강화도조약과 1883년 인천의 개항으로부터 입출항을 시작한 인천항은 인천시민 모두의 것임. 김구 선

생이 가혹한 노역에 동원돼 만들어진 인천축항에는 인천 노동자들의 피땀이 서려 있기도 함. 산업화시대를 맞아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1974년 인천 내항 1~8부두가 조성되자 우리 인천시민들은 석탄과 고철가루가 날리는 고통을 견디

며 지난 40여 년 동안 희생을 감수함. 대형화되는 세계 해운, 항만의 변화추세에 따라 갑문을 통해 오가야 하는 인천 

내항의 효율이 떨어짐. 노후항만이 된 인천 내항을 국가는 이제 인천시민들에게 친환경적으로 되돌려줘야 함.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이 고밀도개발이 아닌 공공적 관점에서 중구 원도심과 연결하는 공공재생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연대

함.

‣ 경과 

 2020.03.25. 인천내항1·8부두공공재생시민행동 발족

 2020.04.06. 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보완용역 착수

 2020.04~12 인천내항공공재생을위한집담회(8회)와 토론회(2회) 

 2020.04~09 인천항만공사의 땅장사중단! 시민환원! 촉구 릴레이1인시위 돌입

 2020.04~09 인천내항 가치발굴 릴레이기고, 총10회

 2020.04.09. 총선후보자들과 인천내항공공재생 정책협약체결

 2020.08.03.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논의

 2020.09.29. 인천항만공사, 해수부에 내항1,8부두재개발사업제안서제출

 2020.12.1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내항공공재생시민위원회운영조례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