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보전팀

○ 양서류 서식지 보전활동

○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 심곡천, 공촌천 모니터링

   *협력기관과 논의 후 확정



양서류 서식지 보전활동

부서 생태보전팀 담당자 서 석 진 

1. 사업목적

○ 양서류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회원들과 함께 함으로써 양서류의 생태적 가치 및 서식지를 둘러싼 환경문

제 인식을 증진시킴.

2. 전년도 평가내용

○ 3년 동안 모니터링 진행의 결과로 양서류 토론회 진행.

○ 맹꽁이 제보 등을 통해 지자체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논의 할 수 있는 자리 

마련.

3. 사업개선방향

○ 정기적인 모니터링 후기 게시 및 보도자료 발송을 통한 활동 홍보.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양서류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2월~2021년 9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회원 및 일반 시민

○ 장소 : 인천내륙지역

○ 공동진행자 : 인천녹색연합 회원 및 일반 시민 

○ 주요내용

-양서류 모니터링단

·취지 : 동네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 및 환경문제 인식

·기간 : 2월-5월(주1회)

·방식 : 2월 6일(토) 양서류의 생태, 모니터링에 관한 실내교육 진행 후 총 9

개의 지점에서 주 1회 모니터링 시행, 네이버 밴드에서 회원들이 작성한 모니

터링 일지, 사진, 동영상 공유.



종 기간 지역

두꺼비, 

도롱뇽, 

산개구리
2월-5월

계양구(계양산2지점)

-솔숲, 사방공사지역

남동구(만삼이네마을)

부평구(2지점)

-원적산공원, 십정동
연수구(2지점)

-청량산, 문학산
서구(2지점)

-꽃뫼산, 공촌천

-양서류 서식지 보호활동

 (1)‘개구리보호의날’ 보호팻말설치 및 정화활동

 ·기간 : 4월 28일(수)~5월 1일(토)

 ·주요내용 : 주요 지점에 팻말설치 및 정화활동 진행

 (2) 맹꽁이 로드킬 방지 활동

 ·제보기간 : 7월1일(목)~9월22일(목)

 ·주요내용 : 맹꽁이 울음소리 제보를 통해 서식지 파악, 맹꽁이 로드킬 방지

를 위한 팻말 설치 및 캠페인 활동

 (3) 양서류 보호 공원 지정을 위한 활동 – 인천시설공단 협력

 ·기간 : 2월~10월

 ·주요내용 : 2020년 시민들의 제보로 송산공원(영종씨싸이드파크). 송도 근린

공원 등 중요 공공시설부지 내 맹꽁이 로드킬 현황 파악, 인천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통한 논의 구조 마련.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민을 모집하

여 홍보와 교육을 통해 양서류의 생태와 서식지 보호에 대한 관심 고취, 양서

류 보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토록 함.

 (4)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모니터링

 ·기간 : 5월~9월(비정기적)

 ·주요내용 : 심곡천, 장아산 남사면, 경서3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해 대체 서

식지로 쫓겨난 금개구리 서식 모니터링 진행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2021년 5월

○ 대상 : 양서류보호 활동 회원 및 인천시민

○ 방식 : 마무리 모임 및 활동 소감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7. 추진일정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2,000,000 온라인모금 2,000,000

지출 2,000,000

양서류 보호 

공원 지정을 

위한 활동

1,800,000

홍보비 200,000원

강사비 150,000원*2회

교통비 100,000원

식비 100,000원

자료집 제작 300,000원

포럼 진행비 500,000원

기타 진행 실비 300,000원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모니터링

200,000

홍보비 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비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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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온라인 
모금지원

사업비마련

양서류
모니터링

회원홍보
○홈페이지. 문자, 밴드 

등 SNS 통해 홍보

교육 ○2월 6일(토) 진행 계획

모니터링 ○밴드에 일지 공유

마무리 
모임

모니터링
일지정리

양서류
서식지
보호

맹꽁이

○맹꽁이 울음소리 제보 

통한 서식지 파악, 보호

활동 진행 

홍보
○홈페이지, 문자, 밴드 

등 SNS 통해 홍보

양서류
보호공원
지정을 

위한 활동

시민홍보
○홈페이지. SNS 통해 홍

보

교육
○양서류 생태와 모니터링

에 관한 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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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변화자료, 토론회에서 정리함.
-맹꽁이 로드킬 활동

모니터링
○주 1회 시민모니터링 진

행

포럼
○모니터링 결과 나눔, 실

질적인 보전 방안 마련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모니터링

회원홍보
○홈페이지. 문자, 밴드 

등 SNS 통해 홍보

모니터링
○달마다 대체서식지 지정하

여 모니터링 활동

홍보

○언론보도를 통한 대체서식

지 문제 제기 및 지속적인 관

리 요구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부서 생태보전팀 담당자 서 석 진

1. 사업목적

○ 인천의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함.

○ 참여자의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존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인천시가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깃대종 등 보호정책을 마련.

2. 전년도 평가내용

○ 매 달 ‘이 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선정하여 보도자료를 통한 인천의 멸

종위기야생생물을 홍보함.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인천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알

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토요일 가족 및 회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교육 이외의 녹색활동에 참여

하기를 희망하는 회원과 소개를 통한 비회원의 참가가 있었음.

○ 야생생물 출현 시기를 맞추지 못해 개체수를 관찰하지 못하기도 함.

3. 사업개선방향

○ 매 달 선정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지킴이단에서 서식지 탐방. 보호 캠페

인 진행.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1월~2021년 9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회원 및 일반 시민 총 20명

○ 주요내용

-인천녹색연합이 선정한 이 달의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진행기간 : 2021년 1월 ~12월

·진행내용 : 매 달 인천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선정하여 보도자료와 캠페인 

이미지 배포, 홈페이지 및 SNS 통한 홍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흰꼬리수리 삵 점박이물범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 표범장지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렁이 금방망이 꼬마잠자리 검은머리물떼새 새우말 큰기러기



-멸종위기야생동물지킴이단

·진행기간 : 2021년 4월~10월, 총5회

·진행내용 : 해당 월의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를 탐방, 관찰 후에 손피켓을 

만들어 보호 캠페인 진행, 참여자의 후기를 받아 홈페이지 및 SNS 통한 홍보 

·장소 : 남동유수지, 영종도 갯벌, 계양신도시 계약부지, 무의도

·공동진행자 : 인천녹색연합 초록교사

·주요내용 : 

 -4월: 저어새 서식지 탐방

 -5월: 흰이빨참갯지렁이, 흰발농게 서식지 탐방

 -6월: 표범장지뱀, 금개구리 서식지 탐방

 -9월: 꼬마잠자리, 반딧불이 서식지 탐방

 -10월: 검은머리물때새, 알락꼬리마도요 서식지 탐방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2021년 4월~10월

○ 대상 : 프로그램 참가자

○ 방식 : 면대면 후기 취합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7. 추진일정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500,000 참가비 500,000 10,000원*10가족*5회

지출 500,000

답사 150,000
교통비 100,000원

식비 50,000원

진행비 250,000
주유비 30,000원*5회

식비 100,000원

기타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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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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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제작하고 보도자료 배포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참가자 

모집

○매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참가

자 모집

멸종위기야생동물 
지킴이단 활동

○‘이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

와 생물 관찰, 손피켓 만들기 등 보호 

캠페인 진행



녹색전환팀

○ 자원순환 연대사업

○ 과포화 (과대포장 시민 모니터링)

○ 유어보틀위크 (쓰레기 없이 동네 가게 이용하기)

○ 해양쓰레기 조사 ‘해결’

○ 플로깅 크루 (시민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자원순환 연대사업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지은

1. 사업목적

○ 폐기물을 처리, 관리해야 하는 주체에 문제 해결 촉구

○ 자원순환과 관련된 문제를 다른 단체 및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 모색

2. 사업추진개요

1)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려움’ 면제 및 화장품 포장재 회수 시스템 마련 

대응

○ 대상 : 화장품협회 

○ 공동진행자 : 녹색연합,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환경운동연

합, 알맹상점, 네이버 제로웨이스트홈카페, 매거진 쓸  

○ 주요내용:

- 화장품 업계의 실질적 재질구조 변화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선언

을 이끌어낸다.

- 환경부의 화장품 용기에 대한 포장재 등급 표시 제도의 예외 조항을 삭제한

다. 

2) 인천시 자원순환 인증제도

○ 대상 : 인천시

○ 공동진행자 : 인천시, 인천 환경 단체

○ 주요내용: 

- 상가 및 건물에 자원순환 건물 인증제도 도입

- 자원순환 건물 인증을 할 수 있는 자원관리사 교육 과정 운영



과포화 (과대포장 시민 모니터링)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지은

1. 사업목적

○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재포장금지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

○ 기업의 포장 쓰레기 감축 노력 촉구

○ 쓰레기 없이 장 보는 문화 확대 및 교육

2. 전년도 평가내용

○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여서 대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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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3. 사업개선방향

○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모니터링지 작성 방법 간소화

○ 과대포장 쓰레기 제보 홍보 적극적으로 진행

○ 함께 마트에서 플라스틱 어택, 과대포장 쓰레기 조사 진행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3월 ~ 7월

○ 대상 : 포장 쓰레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주요내용

▶ 모니터링

- 설 선물세트 확인

- 일반 대중들에게 감시 제보 받기 (구글 설문지 이용, sns 홍보)

- 참가자들과 함께 작성한 과대포장 체크리스트에 따라 마트 평가 하기 

   > 고객센터 의견함으로 보내기

   > 비닐 없는 날에 맞추어 마트들의 답변, 개선 의지, 마트별 성적표 발표



▶ 교육

- 재포장 금지법 시행 관련된 내용 설명

- 과대포장 점검 체크리스트 만들기

- 안쓰는 천을 이용해서 주머니 만들기

- 활동 마무리, 앞으로 포장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

▶ 집담회

- 매달 날짜를 정해 온·오프라인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쓰레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하기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활동 마무리

○ 대상 : 참가자

○ 방식 : 모니터링 참가자 - 온라인 설문조사, 교육&집담회 참가자 - 소감나

누기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7. 추진일정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100,000 교육 참가비 100,000 10,000원*10명

지출 100,000

과대포장 제보 

선물
30,000 3,000원 10명

주머니 만들기 

강사 감사선물
50,000

주머니 만들기 

재료비
20,000 반짇고리(실,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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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설 선물 모니터링

과포화 모집

재포장 금지법 위반 
제품 제보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과포화 교육

플라스틱 어택

활동 마무리

사업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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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

하는 모임으로 진행

○ 제로플라스틱스쿨

-신명여자고등학교 환경동아리 <Green Light> 와 연계

○ 계산고등학교 학부모회 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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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치약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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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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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유, 알맹상점 견학 등의 활동 이어감.

○ 자원순환리더 양성교육

-계양도서관, 생태교육센터 이랑과 협력



유어보틀위크 (쓰레기 없이 동네 가게 이용하기)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지은

1. 사업목적

○ 동네가게에서 소비자도 판매자도 즐겁게 포장 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문화 

정착

○ 제로웨이스트 워크샵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연대하여 환경 행사 기획

2.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11월

○ 대상 : 인천 내 카페거리 판매자, 소비자

○ 공동 진행자: 유어보틀위크, 인천 소재 대학 환경동아리

○ 장소 : 인천 내 카페거리 일대

○ 주요내용

- 인천 내 카페 및 식당을 섭외하여 행사 기간동안 포장 없이 물건 판매를 장

려하도록 한다.

- 인천녹색연합 SNS 등을 이용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가게들을 홍보한다.

- 참여 가게에서는 인천녹색연합&유어보틀위크 홍보물 비치

- 행사 기간 중 워크샵 진행 

- 포장 없이 구매한 제품 인증샷 이벤트 진행

- ‘제로클럽’ 어플을 통해 QR 코드로 제로웨이스트 소비 기록

3.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프로그램 진행 중, 종료 이후

○ 대상 : 유어보틀위크 참가 소비자, 판매자

○ 방식 : 프로그램 진행 중 - 인스타그램 인증샷 올리기, 종료 이후 – 온라인 

설문지 배포



4.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3,000,000 풀씨 지원금 3,000,000

지출 3,000,000

홍보 이미지 

제작
500,000

디자인 제작비용, 포스터, 

MD 등 제작비용

이벤트 선물 200,000
5,000*20명

10,000*10명
강사, 출연자 

섭외비용
800,000 200,000*4명

영상제작 500,000
대관비용 400,000 100,000*4회

결과물 제작

(pdf 책자 

형식)

500,000 디자인 및 출력비용

다과비 100,000

5.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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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보틀팩토리 컨택
인천 소재 대학 동아리 

컨택
풀씨 지원
기획 회의

참여 가게 섭외

행사 홍보&참여 가게 
홍보

포장 없이 물건 
구매하기,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

제로웨이스트 워크샵

결과물 제작



해양쓰레기 조사 ‘해결’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지은

1. 사업목적

○ 청년들과 해양, 하천 쓰레기 현장을 확인, 데이터 수집

○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해양, 하천 쓰레기 심각성 알림

○ 조별로 직접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실행 함으로써 

청년들을 주체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모색

2. 전년도 평가내용

○ 해양쓰레기의 현장을 관심이 있는 청년들과 직접 답사하여 의미가 있었음.

○ 코로나로 인해 현장 답사가 축소되고 원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해양쓰레기 조사에 정기적인, 큰 규모의 데이터 필요.

3. 사업개선방향

○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데이터 축적

○ 활동 기간 연장

○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가능한 선에서 현장 조사 진행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3월 ~ 11월 

○ 대상 : 해양쓰레기에 관심이 있는 청년 10명

○ 장소 : 인천의 섬과 바다

○ 주요내용

월 내용
3월 OT

4월
해양쓰레기 현장Ⅰ - 석모도, 미법도(1박 2일/코로나로 어려울 경우 당

일치기)
5월 해양쓰레기 현장Ⅱ - 강화도 인화리 석모수로
6월 해양쓰레기 현장Ⅲ - 고양시 장항습지(한강)

7월
해양쓰레기 현장Ⅳ - 굴포천(귤현보)

+시기가 맞으면 SEFF(서울환경영화제) 함께 관람
8월 프로젝트 기획 워크샵 (강사 초빙)
9월 기획안 제출, 기획 수정
10월 조별 프로젝트 준비



- 청년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현장 답사

- 매 해양쓰레기 현장 답사 이후 조별로 순서를 정해 후기 제출

- 조별 프로젝트 기획, 실행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활동 마무리

○ 대상 : 참가자

○ 방식 : 소감 나누기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3,000,000
해피빈 2,500,000

참가비 500,000 50,000*10명

지출 3,000,000

해양쓰레기 

현장Ⅰ(1박 2일 

섬 답사)

1,600,000
식비: 480,000

숙박: 240,000

해양쓰레기 

현장Ⅱ (바다)
100,000 식비

해양쓰레기 

현장Ⅲ 

(하천&도로)

100,000 식비

해양쓰레기 

현장Ⅳ (한강)
100,000 식비

기획 워크샵 

강사비
300,000 1명

조별 프로젝트 

진행비
400,000 200,000*2조

다과비 200,000 100,000*2조
마무리 모임 100,000 10,000*10명

주유 및 예비비 100,000 주유 및 기타 장비 구매 비용

7.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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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11월
조별 프로젝트 진행

마무리 모임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20
참가자 6명, 인천의 섬과 
바다

2,490,572

- 해양쓰레기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을 모집하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문제 온라인 홍보 캠
페인 진행

- -

참가자 모집

OT

해양쓰레기 현장 조사

프로젝트 기획 워크샵

조별 프로젝트 기획안 
제출, 수정

조별 프로젝트 준비

조별 프로젝트 진행

마무리 모임



플로깅 크루 (시민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부서 녹색전환팀 담당자 김지은

1. 사업목적

○ 시민들과 해양쓰레를 수거하면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공유한다.

○ 인천의 걷기 좋은 하천과 연안의 현장을 직접 가봄으로써 인천의 자연환경

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2. 전년도 평가내용

3. 사업개선방향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3월 ~ 11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총 9회

○ 대상 : 해양쓰레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장소 : 인천의 섬과 바다

○ 주요내용

- 매월 참가자를 모집하여 함께 해안 현장을 확인하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 해양쓰레기 수거 소감을 나누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짐을 한다.

월 장소

3월 심곡천

4월 장기천

5월 운연천

6월 영흥도 십리포해수욕장

7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8월 소이작도 벌안해수욕장

9월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10월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

11월 무의도 큰무리마을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매 활동 마무리

○ 대상 : 참가자

○ 방식 : 소감 나누기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900,000 참가비 900,000 5,000*20명*9번

지출 900,000

주유비 300,000 50,000*6번

교통비 180,000 20,000*9번 (톨게이트 비용 등)

교통비 78,000
활동가 배 탑승 비용 11,500*2명

차량 선적 비용 55,000

재료비 200,000 장갑, 자루, 집게 등

예비비 142,000

7.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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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참가자 모집

해양쓰레기 수거



녹색교육팀

○ 초록동무(어린이숲생태교육)

○ 게눈(청소년갯벌생태교육)

○ 또랑(청소년하천생태교육)

○ 계절학교(어린이여름자연학교)

○ 초록교사



초록동무(어린이숲생태교육)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을 진

1. 사업목적

○ 어린이 숲 교육 활동을 통해 생명감수성을 일깨우고 생태교육의 장을 실현

함.

○ 코로나19에서도 생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코로나 방역

지침 2.5단계에서도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함. 

2. 전년도 평가내용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했음. 질

병, 미세먼지, 자연재해 등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논의와 결정 방식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함.

○ 코로나 방역지침 단계의 격상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구

상하고, 자원활동 교사 간에 논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3단계일 경

우는 예외로 함)

3. 사업개선방향

○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의 초록동무 신청 시기에 온라인 ‘맘카페’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모집 인원을 확보함. 동시에 각 구별 모둠의 주교사가 단체 채팅

창구를 통해 교육모집 알림 및 공지를 전달함. 

○ 연 2회(7월, 11월) 진행해왔던 전체 평가회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는 

2021년 1월의 상황을 고려해, 1회 진행으로 조정함. 단, 초록동무 활동 후 자원

활동 교사들과 진행하던 전체 회의를 통해 타 지역의 초록동무 교사간 관계 교

류의 자리를 마련함. 

○ 참여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격상에도 상관없

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모둠의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하거나, 교육기간의 기회를 

확대하는 건에 대해 논의중.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1월 ~ 12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가족회원 중 어린이회원

○ 장소 : 계양구(계양산), 남동구(남동문화공원), 미추홀·동·중·연수구(청량



산), 부평구(원적산), 서구(원적산), 영종(박석공원)

○ 공동진행자 :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

○ 주요내용

  - 본 활동 전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오리엔테이션 진행

  - 월별 생태교육 주제를 정해 일 년의 기간 동안 생명순환에 맞는 주제로 교

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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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다양함, 11월-비움)

  - 개구리 부화시기, 꽃의 개화시기 등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 관련 주제를 

다룸.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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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식 : 설문지 혹은 전화 의견청취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 사업비 마련 계획(참가비 제외)

- 방식 : 사무처의 운영비 지원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3,466,000
참가비 300,000 10,000*30명(여행자보험)

운영비 2,150,000 사무처지원

지출 3,466,000

여행자보험 300,000 여행자보험료(신청자)

자원활동교

사 식비
1,680,000 40명*6회*7,000원

평가식비 320,000 40명*1회*8,000원

홍보비 100,000 문자발송비

기타비 50,000 예비비



7.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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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지속여부 확인

참가자 모집
○기존 참가자 활동지속여부 
확인
○신규 참가자 접수

활동일정 및 주제 
설정

○2월 초록교사계획모임 

매달 진행 ○매달 소주제에 따라 활동

중간평가
○초록동무 상반기 마무리 및 
중간평가(온라인으로 진행)

참가자 평가
○활동 마무리하며 참가자 대
상으로 만족도 조사

연말평가
○공동진행자(모둠장교사)와 
함께 활동 평가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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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원적산), 
서구(계양산검암동), 
연수구(청량산) 

○계양구,부평구,서구,연수구로 나누어 
지역을 기반을 활동

2012년
-대상인원 : 
-장소 ; 계양구(계양산목상동). 
부평구(원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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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계양산검암동), 
연수구(청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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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운영비 지원 금액을 조정함.



게눈(청소년갯벌생태모니터링)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정 은 

1. 사업목적

○ 인천연안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청소년들이 갯벌생태계를 모니터링하  

   고 기록.

○ 청소년기의 참여자들이 ‘나’와 ‘갯벌’의 관계를 인식.

2. 전년도 평가내용

○ 현장에서 진행하는 달마다 주제를 선정해 활동 진행.

○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다른 곳에서 활동 진행.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만

한 장소가 아닌 곳도 있었고, 다같이 모여 활동을 발표하는 것은 진행하지 않

았음.

3. 사업개선방향

○ 올해의 주제어를 정하고 달마다 소주제를 정해서 아이들과 주제에 맞게 활

동을 풀어감.

○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덕교리갯

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모니터링의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냄.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1월~2021년 11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가족회원 중 13세-15세,16세 청소년회원

○ 장소 : 영종도 덕교리갯벌

○ 공동진행자 : 강인숙(산내음), 김옥희(반디지치), 유미선(도토리), 이연경(구름

송이), 장기순(하얀제비꽃), 조명진(바람) 총 6명

○ 주요내용

1월~2월: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 명단정리

3월: 게눈 활동 맛보기

4월~11월: 갯벌생물모니터링(7월특별활동, 8월활동 제외)

11월: 맺음식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2021년 6월, 11월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 대상 : 참가자 부모님 및 참가자

○ 방식 : 

1) 활동 발표 시간에 참가자 대상으로 가장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2) 10명 이내 참가자 부모님을 대상으로 활동 만족도 및 문의사항에 대해 전화

통화로 의견을 청취함.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코로나 단계완화시 차량운영 진행을 감안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함.

7. 추진일정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5,910,000 참가비 5,910,000

10,000원*60명

23,000원*50명*3회+

12,000원*10명*3회

1,500,000 해피빈모금 

지출 5,910,000

답사비 420,000 60,000*7회

교통비 1,800,000 600,000원*3회

식비 1,260,000 7,000원*3회 *60명

여행자보험 560,000 80,000원*7회

회의비 및 기타 572,000 회의 및 물품구입비

도감제작비 1,300,000
266원*3,000장

500,000원 디자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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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눈교사에세 활동 
지속 여부 확인

참가자 모집
○기존 참가자 활동지속여
부 확인
○신규 참가자 접수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03 - 게눈 활동 시작

2004
- 장소: 석모도, 신도&시

도 등
- 월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

2005
- 장소: 소야도, 신두리

사구, 석모도 등
- 월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

2006
- 장소: 무의도, 선재도, 

신두리 사구 등
- 모둠교사: 5명

- 월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

2007
- 장소: 용유도, 무의도 

등
- 모둠교사: 5명

- 월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
- 철새탐조 진행

2008
- 장소: 강화 동막갯벌, 

태안 등
- 모둠교사: 6명

- 월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
- 갯벌생물모니터링 진행

2009
- 장소: 영종도 덕교리갯

벌
- 모둠교사: 5명

- 13세~19세 대상
- 굴업도 여름바다학교 진행
- 갯벌생물모니터링 진행(정량, 육안
조사)

2010
- 장소: 영종도 덕교리갯

벌
- 모둠교사: 5명

- 13세~19세 대상
- 굴업도 여름바다학교 진행
- 갯벌생물모니터링 진행(정량, 육안
조사)

2011
- 장소: 영종도 덕교리갯

벌
- 모둠교사: 6명

- 13세~19세 대상
- 갯벌생물모니터링 진행(정량, 육안
조사)

2012
- 인원: 160명
- 장소: 영종도덕교리갯

벌&세어도갯벌

- 영종도갯벌과 세어도 두 개의 장
소에서 모니터링 진행함 

2013

- 인원: 76명
- 모둠교사: 5명
- 장소: 

영종도덕교리갯벌

- 또랑활동이 생기면서 전년 대비 
인원이 절반으로 감소

활동일정 및 주제 설정 ○계획회의

매달 진행
○매달 소주제 활동
○갯벌생태모니터링 발표 
및 기록

중간평가

참가자 평가

도감제작 ○도감제작

연말평가



2014

- 인원: 62명
- 모둠교사: 5명
- 장소: 

영종도덕교리갯벌

11,500,000
- 장봉도 갯벌에서 활동하다가 세월
호 참사로 영종도덕교리갯벌로 장
소변경

2015

- 인원: 72명
- 모둠교사: 5명
- 장소: 

영종도덕교리갯벌

10,000,000
- 자료집 발행
- 게눈심화교육 1회 진행 

2016

- 인원: 79명
- 모둠교사: 5명, 

도움교사: 2명
- 장소: 

영종도덕교리갯벌

1,2600,000

- 도움교사 2명 활동 시작함 
- 큰 주제어에 따른 월별 소주제를 
정해 달마다 활동

- 부모님 참여수업 1회 진행

2017

- 인원: 82명
- 모둠교사: 7명
- 장소: 

영종도덕교리갯벌

11,500,000

- 연수구, 남동구 참가자 이동을 위
해 동막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배
치

- 큰 주제어에 따른 월별 소주제를 
정해 달마다 활동함

- 부모님 참여수업 1회 진행

2018

- 인원: 100명
- 모둠교사: 7명
- 장소: 

영종도덕교리갯벌

1,275,500

- 연수구, 남동구 참가자 이동을 위
해 동막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배
치

- 큰 주제어에 따른 월별 소주제를 
정해 달마다 활동함

2019

- 인원: 99명
- 모둠교사: 6명
- 장소: 영종도 

덕교리갯벌, 영종도 
예단포갯벌

15,866,570

- 연수구, 남동구 참가자 이동을 위
해 동막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배
치

- 큰 주제어에 따른 월별 소주제를 
정해 달마다 활동함

- 부모님 참여수업 1회 진행
- 뻘갯벌(예단포 갯벌)에서 2회 활동
함. 

2020

- 인원: 81명
- 모둠교사: 6명
- 장소:
  영종도덕교리갯벌, 
  미단시티갯벌

950,729

- 코로나로인해 3월 취소, 4,5월은 
영상교육 및 캠페인으로 대체하여 
진행

- 코로나로 인해 활동장소를 변경하
여 진행

- 활동후 모여서 발표 불가
- 예년 11월은 실내에서 마무리 모
임을 진행했으나 현장교육으로 진
행함



또랑(청소년하천생태교육)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을 진

1. 사업목적

○ 인천내륙의 가장 큰 하천인 굴포천을 이해함.

○ 하천주면의 식물, 하천을 매개로 살아가는 수서곤충과 하천수질 등을 모니

터링하며 하천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깨우침.

○ 코로나19에서도 생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코로나 방역

지침 2.5단계에서도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함. 

○ 기후위기와 하천보전 중요성의 관계를 이해함.

○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하반기)등록을 목표로 교육안을 정

리하여 제출함.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활동내용을 문서화하고 개선방향을 모

색함. 

2. 전년도 평가내용

○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하천 모니터링 활동자체를 꾸준하게 진행하지 못

했고, 이로 인해 월별로 구체적인 소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계획도 잘 이루어

지지 못함. 

○ 기존에 사용하던 수질모니터링 시약 중 DO시약을 우선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전에 사용하던 시약보다 세분화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원수지점에서 방수되는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재생용수로 청천천 구간의 수

량이 많아지고 수질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모니터링 지점을 추가하여 기존 4군데에서 5군데로 확대해 하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룸(굴포1교, 원수지점, 메탓콰이

어 앞 돌다리지점, 삼산3교, 기후변화체험관 지점)

○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활동으로 참여자의 모니터링 지점에 대한 위치적 

인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11월 마무리활동은 모니터링 지점을 한 바퀴 둘

러보고 탐조를 병행하여 진행함. 마무리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와 참여자의 만

족도를 확인함.

3. 사업개선방향

○ 기후위기와 하천보전의 관계성을 수질검사, 저서생물 관찰, 하천 주변 식생 

모니터링과 더불어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함.



○ COD 수질 모니터링 시약도 변경하여 수질검사를 진행함. 

○ 모니터링 지점을 4군데로 진행하되, 원수지점에서 나뉘는 갈산천 지류와 청

천천 지류의 수질 모니터링을 동시에 진행하고 비교함.(굴포1교/ 원수지점의 갈

산천 지류&원수지점의 청천천 지류/ 삼산3교/ 기후변화체험관)

○ 모니터링 지점의 이해를 위해 3월 활동 오리엔테이션을 모니터링 지점을 한 

바퀴 돌아보며 ‘또랑’활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함.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1월~12월, 본활동 3월~11월 세 번째 일요일, 답사 날짜는 미정.

○ 대상 : 인천녹색연합 가족회원 중 청소년회원(15세~19세) 

○ 장소 : 굴포천 대월공원 일대 

○ 공동진행자 : 초록교사 6명(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송윤미, 이영희, 최지현)

○ 주요내용

- 1년 활동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소주제를 월별로 진행 (예:2020년 

활동주제는 기후위기. 교과과정과의 연계 가능서은 추후에 논의하여 정하기

로 함)

날짜 장소 내용

1 3월 21일 대월놀이공원, 굴포천
오리엔테이션 및 모니터링 지점의 위치적 

파악, 수질 모니터링 1

2 4월 18일 굴포천 수서곤충 및 식물, 수질 모니터링 2

3 5월 16일 굴포천 물고기 이동의 날 퍼포먼스

4 6월 20일 굴포천 수서곤충 및 식물, 수질 모니터링 3

5 7월 18일 굴포천 수서곤충 및 식물, 수질 모니터링 4

6 9월 26일 굴포천 수서곤충 및 식물, 수질 모니터링 5

7 10월 17일 굴포천 수서곤충 및 식물, 수질 모니터링 6

8 11월 21일 녹색연합 교육실 모니터링 정리 및 활동 회고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11월 마무리 활동 후

○ 대상 : 초록교사, 교육활동 청소년회원

○ 방식 : 설문지와 평가회의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7. 추진일정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3,224,000 참가비 720,000 6,000원*8회*15명(월평균)

지출 3,224,000

여행자보험 136,000 17,000원*8회

교구비 150,000 기타 모니터링도구 150,000원

답사비 392,000 7,000원*7명*8회

기타비 42,000 물고기 이동의 날 퍼포먼스

사업기간 인원과 장소 사업비(원) 주요내용

2013년
인원 :
장소 : 공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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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인원 : 59명
장소 : 공촌천

○모둠교사:김경숙, 김현정, 정성혜, 정승
희, 조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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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속여부 확인

참가자 모집
○기존 참가자 활동지속여부 
확인
○신규 참가자 접수

활동일정 및 주제 
설정

○2월 계획논의

매달 진행
○하천 모니터링 진행
○소주제에 따른 활동 진행

중간평가
○공동진행자와 상반기 평가 
진행

참가자 평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연말평가
○공동진행자와 활동 평가 진
행



○교사대상 역량강화교육 진행

2015년
인원 : 
장소 : 굴포천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정성
혜, 조정애 담당/서석진
○굴포천 전 구간 탐사

2016년
인원 : 
장소 : 굴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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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인원 : 96명 
장소 : 굴포천

3,853,805원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조정
애, 이진섭(도움) 담당/신정은
○수서곤충모니터링 추가
○서부1교, 원수, 삭은다리, 굴포1교 조사

2018년
인원 : 76명 
장소 : 굴포천

2,954,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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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인원 : 91명
장소 : 굴포천

3,154,240원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송윤
미, 최지현(도움) 담당/신을진
○수서곤충, 식생조사 및 수질모니터링 진
행
○굴포1교, 원수, 삼산3교, 기후변화체험관 
조사

2020년
인원 : 71명
장소 : 굴포천

644,153

○모둠교사:김경숙, 김유경, 김현정, 송윤
미, 이영희, 최지현 담당/신을진
○수서곤충, 식생조사 및 수질모니터링, 식
생그리기 진행
○굴포1교, 원수, 메타세콰이어 앞 돌다리
지점(청천천 지류), 삼산3교, 기후변화체험
간 조사



계절학교(어린이여름자연학교)

부서 녹색교육팀 담당자 신 을 진

1. 사업목적

○ 활동을 통해 생명감수성을 일깨우고, 자연 안에서 놀며 배우는 생명교육의 

장을 제공함.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1박2일의 형식이 아닌 단일 프로그램으로 하여 생태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2. 전년도 평가내용

○ 숙박의 형식을 취하는 어린이여름자연학교, 겨울야생동물학교는 모두 진행

하지 않음.

○ 계절학교를 대신하여 반딧불이 번개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방역지침의 

격상으로 무산됨.  

3. 사업개선방향

○ 모집기간에 여유를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 단일 프로그램으로 녹색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시기에 진행을 계획해, 자연

을 접하고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초록동무 참여자를 기준으로 3~4개 학교의 여름방학 시기를 조사하여 날짜

를 정하도록 함.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7월 말~8월 초

○ 대상 : 인천녹색연합 어린이회원 및 비회원(8~12세), 28명(1모둠 7명으로 구

성)

○ 장소 : 미정

○ 공동진행자 : 초록교사 8명

○ 주요내용 : 절기놀이, 생태탐방 등

- 4월~5월 : 공동진행 초록교사 섭외, 계획회의(2회)

- 6월 : 프로그램 홍보, 참가자 모집 및 답사

- 7월 : 최종 점검회의

- 7월 말~8월 초 : 단일 프로그램 진행



- 8월 : 평가회의&참가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후기 공유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활동 종료 후 진행 (진행자 평가회의, 참가자 의견 청취)

○ 대상 : 참가자 및 참가자의 보호자, 초록교사

○ 방식 : 

1)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가 및 초록교사 평가회의 진행

2) 참가자와 참가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진행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7. 추진일정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300,000 참가비 300,000 10,000*30명

지출 300,000

여행자보험 60,000
1,500*40명

(초록교사, 활동가 포함)

답사비 60,000

재료비 30,000 교육용 도구, 잡비 등 

홍보비 100,000 문자발송비

예비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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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초록교사 섭외
○공동진행 초록교사 3인이상 
모집

계획회의
○4월, 5월 계획회의 진행(2회
차)

프로그램 홍보&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참가자 모집

점검회의 ○최종 점검회의

단일 프로그램 진행 ○7월 말~8월 초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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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봉문화

야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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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마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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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두려움 벗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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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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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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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0,670 - 내 몸과 마음 스스로 주인되기

평가회의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회의 
진행

참가자 의견 청취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 및 
참가자 보호자 설문 및 의견 
청취 진행

후기 공유 ○후기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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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강원도 평창
- 담당활동가: 

박정희,이미리,유종반

2015

- 인원: 26명
- 모둠교사: 3명
- 장소: 홍천 구만리
- 담당활동가: 

박정희,신정은,장정구

3,144,000
- 자연속에서 철들어 보기
- 농사짓는 마음으로 알아보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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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2,315
- 관계맺음
- 나를 살피는 시간, 친구와 자연과 관
계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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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생태교육활동을 위한 자원활동가 심화교육 과정을 마련. 

○ 현장생태교육자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2. 전년도 평가내용

○ 초록교사워크숍

코로나의 영향으로 1박2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일일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진행함. 평화교육과 평화적 소통방법, 계양산 겨울산행과 등산로 실태 파악과 

의견나눔을 진행함. 

○ 현장심화교육과 목마름강좌 ‘꿈틀’을 각 1회씩 진행함. 절기생태놀이를 

주제로 ‘꿈틀’에서 봄/여름절기를 진행하고, 현장심화교육으로 가을/겨울절기

를 진행함. 

생태교육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

음.

○ 신규 초록교사 모임 

신규 초록교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녹색교육이 진행되기 전, 2월에 진행함. 

중간 모임을 계획하여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진행하지 못함. 

3. 사업개선방향

○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 프로그램의 진행여부가 불확실함. 이에 온라인 강

의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초록교사의 관심 주제를 파악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

행

○ 직장인을 고려하여 평일/주말 비율을 대등하게 배치하여 구성함. 

○ 비대면 프로그램의 준비와는 달리, 대면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인천녹색

연합과의 연계성을 지속하는 대면 활동도 중요함. ‘초록교사 잡담회’형식으

로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함. 

4. 사업추진개요

1) 초록교사 워크숍



○ 기간 : 2021년 1월 26~27일(화,수)

○ 대상 : 초록교사

○ 방식 : 온라인 화상 회의

○ 주요내용 : 코로나19 상황에서 녹색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구상과 계획의 세부 내용을 논의함. 

2) 현장심화교육 

○ 기간 : 2021년 2월 ~ 12월

○ 대상 : 초록교사

○ 장소 : 미정 (초록교사를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

○ 공동진행자 : 생태교육센터 이랑

○ 주요내용 

- 연 2회 진행. 대면 프로그램 1회,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1회를 기획해 진행

함. 주제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초록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함. 

3) 목마름강좌 “꿈틀” 

○ 기간 : 2021년 2월 ~ 12월

○ 대상 : 초록교사 및 만 3년 이상 활동한 전직 초록교사

○ 공동진행자 : 생태교육센터 이랑

○ 주요내용 

- 둘레길 탐방, 자연생태 돌아보기, 자연놀이 배우기, 젠더의식 강의 등을 주제

로 연 2회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목마름강좌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 2회 진행함. 

4) 신규초록교사 모임

- 목적 : 신규교사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단체 소속감을 높여 활동기간을 지속

하고자 함.  

- 시기 : 연초(신규교사 오티), 8월 말(중간모임)

- 내용 : 생태교육관련 특강과 의견 나눔 

5) 2021년 초록교사 현황(중복제외 총 56명) * ____은 올해 신규 초록교사

- 초록동무(44명) : 계양구(14), 남동구(6), 부평구(9), 서구(3), 연수구(6), 영종(3), 

미정(3)



(계양구) 김경숙, 김민경, 김정환, 박유순, 박정희, 원용녀, 이미숙, 이상숙, 김재

실, 노기란, 장학영, 박인양, 최춘심, 안근호

(남동구) 김유중, 손영미, 윤수진, 임순희, 정영미, 윤영순

(부평구) 강유진, 김복순, 도진미, 이미남, 이미화, 이상희, 강유진, 정해은, 김동

숙

(서구/청라) 박옥희, 이근섭, 김미경 

(연수구) 곽영자, 권란숙, 허순자, 박성례, 오송원, 김영숙

(영종) 장선희, 함형복, 임재균

김은정, 박은주 (활동지역 미정)

- 게눈(6명) : 강인숙, 김옥희, 유미선, 이연경, 장기순, 조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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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식년(15명) : 강윤자, 김순자, 김윤남, 김은숙, 김현희, 박은하, 배연자, 서다

숙, 양수진, 윤민자, 이은수, 이점숙, 장성희, 장필남, 정환성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매 프로그램 종료 후

○ 대상 : 참가자

○ 방식 :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되돌아보기, 설문지, 개별 전화확인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침.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2,550,000
참가비 1,200,000 심화교육 30,000원*2회*20명

운영비 1,350,000 사무처지원

지출 2,550,000

온라인 강의 1,500,000 식비, 강사비 (40인기준)

현장심화교육 500,000 차량비, 식비 (2회)

목마름강좌 500,000 강사비, 재료비, 다과비

초록교사 

10주년 
50,000 2명(김옥희, 조명진)



○ 사업비 마련 계획(참가비 제외)

- 방식 : 사무처의 운영비 지원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1) 초록교사 워크숍

기념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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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30/6명
장소 : 강화일대
일정 : 2/22(월)~23(화)

○교육활동돌아보기
○심화교육일정
○강화숲산책/교동도 탐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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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4,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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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원: 61명/13명
장소: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일정:2/9(금)~10(토) 

841,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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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원: 56명/21명
장소: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일정: 1/26(토)~27(일)

2,40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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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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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공원너나들이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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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국립공원연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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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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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 19명
장소: 대이작도
일정: 4/28(토)

452,540
○대이작도 풀등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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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기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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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
법 이야기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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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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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팀

○ 회원확대 및 관계맺음

○ 생태환경잡지 초록세상



회원확대 및 관계맺음

부서 시민참여팀 담당자 신 정 은

1. 사업목적

○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회원가입을 확대하여 운영의 안정을 꾀함.

○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유지율을 높임.

○ 매달 회비 납부율을 93%이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 

2. 전년도 평가내용

○ 코로나로 인해 후원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연말 미납회원관리 진행함.

○ 코로나로 회원 대상의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함. 

3. 사업개선방향

○ 대면하지 않고도 소속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안내함.

○ 정기적인 TM을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CMS납부 1,000건 달성을 목표로 

함.

○ 월별기본활동을 빠짐없이 수행.

○ 신입회원의 날, 도농교류 등의 중단된 회원참여 활동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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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1년 1월~2021년 12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회원 

○ 공동진행자 : 김현희(회원인터뷰)  

○ 주요내용

1) 월별기본활동

- 신규회원가입: 가입확인 및 감사전화

- 탈퇴처리: 탈퇴의사 확인 후 바로 진행

- 자원활동가: 신청자명단 확인 및 전화, 담당활동가 연결.

              (비회원일지라도 MRM등록 후 자원활동가 그룹에 포함함)

- CMS해지 회원 확인 후 변경

- 이메일 업데이트: 월말 신규회원 및 MRM내 신규회원 메일정보 업데이트

- 초록통신, 뉴스레터 발송



- 회원가입, 탈퇴, 자원활동자 명단 월별보고

- 기타: 행사참여자 MRM등록, 홈페이지 월별회비납부자 및 운영비결산 보고 

2) 가입연차별 관계 맺음

- 신규회원: 가입 후 3일 이내 전화통화, 단체 소개 및 회원의 관심분야 파악, 

소식지 및 단체소개 리플렛 우편물로 전달

- 신입회원의 날: 연 2회 기존 프로그램(예: 회원기행) 또는 호응도가 높은 프

로그램(예: 계양산 둘레길 걷기) 안에서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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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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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차: 회원총회 때 평생길동무상 수여

- 회원만남: 회원인터뷰, 기업(가게)소개, 녹색살이 등의 기획을 갖고 분기별만

남 및 취재.  

3) 홍보&알림 

-환경잡지 초록세상: 연 4회 계간지로 변경, 그 달 발간되는 계간지의 컨셉에 

따라 원고를 구성하고 편집 

-초록통신: 활동알림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월초 1회 문자 발송, 회원들에게 중

복 문자라 발송되지 않도록 사무처 회의에서 미리 발송 내용 공유

-뉴스레터: 활동알림 및 보고 월 1회 이메일 발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 주1회이상 / 전 활동가 사용 정착 및 친

구 확대

4) 회비납부율 늘리기

-3, 6, 9, 12월 3개월 이상 미납회원을 확인하고 준회원 현황을 파악한다.

-파악한 회원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해 재정리한다.

5) 기타

- 도농교류 등 회원참여 프로그램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2021년 7월, 12월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 대상 : 참가자 부모님 및 참가자

○ 방식 : 설문지를 통한 의견수렴.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 참가비를 제외한 모든 관리비용은 운영비에서 마련함. 단, 생태잡지의 경우 

광고를 통한 수익을 만들어냄.

7. 추진일정

* 가입연차별 관계맺음 사업은 따로 표시 하지 않음 

예산안 

구분 항목 계 산출근거

지출

문자발송

및 MRM 

사용료

4,616,814

MRM충전 154,000*14회=2,156,000 

MRM사용료 840,134 

출금수수료 1,620,690

계간지&

신입회원 

우편발송

2,040,000
계간지발송비 450,000*4회=1,800,000

신입회원우편발송비 20,000*12회=240,000

계간지관련 8,320,000

계간지제작 및 인쇄 

2,00,000*4회=8,000,000

필진선물 80,000*4회=320,000

스티비

1년 이용료
348,.000 29,000원*12회= 348,000원

작아구입 800,000 200,000*4회=800,000 

회원인터뷰 360,000 교통비 및 식비 30,000*12회=360,000  

기타운영비 300,000 신입회원의날 등

총 계 16,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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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회원의가게 인터뷰 진행

녹색살이 - 회원, 회원의가게 인터뷰 진행

계간지 - 3월, 6월, 9월, 12월 계간지 발행 



* 사업 연혁(연속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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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000
- 소긱지 발송료: 3,600,000
- 소식지 제작: 6,700,000
- 작은것이아름답다 구입: 1,600,000
- 오즈메일러 정기권 구입: 450,000
- 신입회원 우편발송: 170,000
- 회원인터뷰: 180,000
- 신입회원의 날: 8,000 

2019.1~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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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57,066

- 회원의날: 459,610
- 문자발송 및 MRM 사용료: 
1,909,646

- 소식지&작아발송: 1,909,646
- 소식지 제작: 7,303,000
- 신입회원 우편발송: 69,560
- 회원인터뷰: 204,180

2020.1~
2020.12

- 회원대상
- 회원인터뷰
- 홍보(뉴스레터,문자,계간지) 13,174,284 

- 계간지(생태잡지) 제작 및 인쇄비: 
  4,623,550
- 계간지 및 신입회원 우편발송:
  1,248,780 
- 회원인터뷰:71,700원 
- 스티비 및 MRM문자충전: 1,878,000
- 회원관리프로그램 사용료: 840,134
- CMS출금수수료: 1,512,120

뉴스레터, 초록통신
페이스북, 인스타 등

- 인천녹색연합 활동소식을 정기적으
로 메일, 문자를 통해 알림 

회비납부율 파악, 
회원현황 관리 

- 회원현황과 회비납부율은 매월 기록
으로 남겼으나 미납회비 비율을 낮
추지 못 함. 

신입회원의 날,
도농교류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신입회원의
날 진행 

회비납부율 파악, 
회원현황 관리 

- 월 1회 회비납부현황 및 회원현황 
파악&관리 

 중간 평가
- 미납회원과 준회원 관리 현황을 파
악한다. 

 연말 평가
- 올해 진행한 미납회원 및 준회원 관
리 성과를 파악한다. 



생태환경잡지 초록세상

부서 시민참여팀 담당자 서 석 진

1. 사업목적

○ 다양한 환경현안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함.

○ 인천녹색연합의 활동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함.

2. 전년도 평가내용

3. 사업개선방향

○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공공기관 및 지역 도서관에 배포.

4. 사업추진개요

○ 기간 : 2020년 1월~2020년 12월

○ 대상 : 인천녹색연합 회원 및 일반 시민 

○ 공동진행자 : 황복순, 김현희, 박유순, 손수정, 이아롬

○ 주요내용 : 연 총 4회 발행. 다양한 환경현안을 기획특집으로 잡아 전문가를 

필자로 섭외, 칼럼과 회원들의 녹색실천 및 인터뷰 실음

5. 참가자 의견수렴방식

○ 시기 : 2021년 12월

○ 대상 : 프로그램 참가자

○ 방식 : 구글 설문지 사용

6. 사업비 구성 및 마련계획

○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항목 계 산출근거

수입 15,000,000 광고비 5,000,000원*3회

지출 10,220,000 인쇄비 8,000,000 2,000,000원*4회



7. 추진일정

필자 선물 

구입
100,000

구만리 콩마을 영농조합 

농산물 구입 20,000원*5명

발송비 2,120,000
계간지 500,000원*4회

필자선물 30,000원*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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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계간지 준비작업
○벼리구성, 기획특집 주제에 따라 필

자 섭외

계간지 
발행 및 홍보

○계간지 발송 자원활동가 모집, 발송

작업,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