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녹색연합

2022년

총회
(간략본)

2022. 2. 19(토) 오전 10시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 진행 순서

• 참석자 소개

• 생명의례 / 인사말씀

• 아름다운지구인상 / 푸른나무상 / 평생길동무상 시상

• 개회선언 / 서기지명 / 회순채택

• 상정안건

  - 2021년 활동․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 사업감사․회계감사보고 및 승인의 건

  - 임원선출의 건(공동대표, 감사, 이사, 사무처장) 

  - 2022년 활동계획․예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기타 추가 의제 제안 및 승인 요청

• 서기록 채택

• 폐회선언



녹색연합 강령 전문 / 4대강령 / 녹색인 수칙

■ 녹색연합 강령 전문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에 미래는 없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다. 녹색은 생태순환형 사회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

한다.

지구 생태계 위기는 곧 인류 문명의 위기다. 녹색운동의 깃발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악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녹색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 실현, 녹색 자치 실현 등 녹색운동의 선명한 선언은 이 시대의 분

명한 이정표다.

4대 강령

 

생명 존중

ㅇ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한다.

ㅇ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다.

ㅇ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반대하며, 생명안전과 생

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ㅇ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를 존중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바로잡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한

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ㅇ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ㅇ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

해 최선을 다한다.

ㅇ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ㅇ 우리는 나이, 성별, 빈부,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지향,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ㅇ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녹색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라 안팎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강령제정 2000. 4. 1

강령개정 2001. 6. 23

강령개정 2019. 3. 16

강령개정 2021. 6. 23



■ 녹색인 수칙

•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 섬김과 나눔, 아낌과 보살핌을 실천한다.

•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한다.

•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

• 미래세대와 약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느리게 산다.

•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 한 달에 한번이상 자연에 든다.

• 열린 마음으로 토론과 과정을 중시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만들어간다.

                                      수칙제정 2001.06.23



2022년 함께하는 사람들

지도위원 

계성스님(前조계종 포교부장), 박창화(인천대학교 명예교수), 박춘목((주)인천농산물 대표), 신종철(굴포천살리기시민모

임 상임대표), 유종반(생태교육센터 이랑 이사장), 이상권(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이현숙(창의융합교육연구

소 이사), 조복순(연수문화원 원장), 최도경(선유동숨터 이사)

공동대표 

이준모((사)내일을여는집 대표), 박인옥((사)인천사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정희(계양문화유산해설사)

감    사  

기민자(회계감사,인하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부 초빙교사), 서일석(사업감사, 선일테크(주)대표)

이    사 

문경숙((사)황해섬네트워크 운영위원), 명철수((주)GOR 대표), 박유순(산생태교육연구소 이사), 배양섭(인천대학교 생명

과학기술대학 교수), 손수정(前 어린이도서연구회 계양지회 사무장), 이창숙(영일사 대표), 이현경(인천여약사회 회장), 

이혜진(前 ICN 기자)

자문위원 

김덕희(前인천시의원), 김영목(오토라인대표), 김종범(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소장), 김철호(前옹진군의원), 박구(서구의

원), 배양섭(인천대교수), 신현승(영종대책위원장), 윤병조(인천대학교토목공학과교수), 윤지상(前인천시의원), 이규원(치

과원장), 이성옥(노무사), 이인철(인천버스사업자협의회대표), 이장수(남동의제21상임대표), 최용백(사진작가), 현인근(인

천영어마을 기획실장)

정책위원회

최진우

생태역사공간연구소(준)

김현석, 장정구, 최진우

집행위원회

권옥례, 김복순, 김영선, 김용래, 노기란, 박영란, 박인옥, 박정운, 박정희, 박주희, 손영미, 어석원, 윤민자, 이연경, 

이영희, 이예은, 이준모, 임기웅, 장학영, 전소영, 전혜선, 정철진, 함경숙, 황복순

분과위원회

– 환경생태잡지 기획위원회 : 황복순(기획위원장), 김현희, 박유순, 손수정, 이아롬, 이형경, 서석진

– 황해물범시민사업단 : 박정운(단장)

- 전환마을 시민실험실 : 최위환

사 무 처 

박주희(사무처장), 신정은(시민참여팀장), 최위환(시민참여팀), 경윤정(조직지원팀), 신을진(녹색교육팀장), 서석진(생

태보전팀장), 강재원(생태보전팀) 

초록교사 (초록동무 32명, 게눈 6명, 또랑 4명, 안식년 18명 – 중복 제외 총 39명)



·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교사

계양구(10명) 김경숙(토끼풀), 김민경(산들바람), 김정환(산지기), 박인양(국화), 박정희(박넝쿨), 안근호(농부), 원용

녀(초롱꽃), 이미숙(수선화), 장학영(하얀달), 최춘심(튤립)

남동구(4명) 박은하(은하수), 손영미(은하수), 윤영순(기쁨이), 임순희(해당화)

부평구(8명) 강유진,(푸른나무), 김동숙(동행), 김복순(청미래), 서선경(단비), 이미남(사과나무), 이미화(꽃다지), 이상

희(소하), 정해은(카카오)

청라⋅서구(3명) 김미경(제비꽃), 박은주(동글), 이근섭(주목)

연수구(4명) 김영숙, 김은정(물방울), 박성례(하늘나리), 이지화

영종(3명) 임재균(솔잎), 장선희(써니), 함형복(나리)

• 청소년갯벌생태교육 ‘게눈’ 교사 

강인숙(산내음), 김경숙(토끼풀), 김수진(산오름), 유미선(도토리), 이영희(파랑새), 함형복(나리) 

• 청소년하천생태교육 ‘또랑’ 교사 

김경숙(토끼풀), 김현정(산목련), 송윤미(하얀목련), 최지현(순비기)

• 안식년 곽영자, 권란숙, 김영숙, 김유경, 김은숙, 김재실, 노기란, 도진미, 박옥희, 박유순, 오송원, 이상숙, 이지화, 조명진, 

허순자



 아름다운지구인상 / 푸른나무상 / 평생길동무상

아름다운지구인상

원용녀 이상희 장선희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2018~)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2018~)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2019~)

김유중 박성례 손영미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2018~)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2018~)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2018~)



함형복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 

자원활동교사(2018~)

* 만 3년 이상 꾸준히 자원활동으로 함께한 회원, 그리고 특별히 감사인사를 전하고픈 회원께 드리는 상입니다.

푸른나무상

김주헌 황정민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2013~2017)

청소년갯벌생태교육 

‘게눈’(2018~2019)

청소년하천생태교육 

‘또랑’(2020~)

어린이숲생태교육

‘초록동무’(2016~2017)

청소년갯벌생태교육 

‘게눈’(2018~2020)

청소년하천생태교육 

‘또랑’(2021~)

* 꾸준히 교육활동에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 회원께 드리는 상입니다.

* 기준 ①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5년 이상 70% 이상 출석한 어린이 회원

       ② 중학교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예비 3학년 중, 

          3년 전체 일정 중 70% 이상 출석하고, 매년 50% 이상 출석한 청소년 회원



평생길동무상

10년 이상 회원 (2012년 3월 이전 가입자 중 회비납부 100만원 이상인 회원)

 감경아, 강영화, 강지윤, 권성하, 김미란, 김세연, 김순미, 김유경, 김정현, 김지옥, 김진화, 나승수, 

 문병호, 문태석, 민경아, 백민섭, 서민숙, 성정현, 송은하, 염창렬, 오은하, 오현정, 윤희라, 이기라, 

 이미숙, 이민정, 이은경, 이은희, 이정일, 이정희, 장동환, 전은경, 정기미, 조안나, 함미수 (총 35명) 

<녹색교육팀>

2021년 활동보고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장소 및 내용

초록교사

* 단위별 초록교사 : 초록동무 42명, 게눈 5명, 또랑 6명
* 워크샵 
- 1월 26~27일 진행 (온라인 화상 회의)
* 잡담회
-월 1회(3월~6월, 9월~10월), 11월 온라인 회의 2회 진행
* 심화교육  
- 미진행
* 목마름강좌 꿈틀
- 6월 초록교사 잡담회를 겸해 1회 진행(노각나무 열매 만들기)
*신규초록교사 모임
-초룍교사 잡담회로 대체

초
록
학
교

초록동무
(어린이

숲
생태
교육)

계양구
(11모둠)

3월~11월 
두 번째 일요일

가족회원 중 
6세~12세, 149명

계양산 일대

남동구
(4모둠)

인천대공원

부평구
(8모둠)

원적산 일대

연수구
(7모둠)

청량산 일대

영종
(3모둠)

박석공원

청라
(2모둠)

연희자연마당

게눈
(청소년갯벌모니터링)

3월~11월 
네 번째 일요일

 
가족회원 증

 13세~15세 및 16세 청소년 회원
65명

영종도 
덕교리 갯벌

또랑
(청소년하천생태교육)

3월~11월 
세 번째 일요일

가족회원 중 
15세~19세 53명

굴포천 
대월공원 일대

2020 여름자연학교
* 2021 여름자연학교는 ‘어린이야생동물학교’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프로그램 취소함.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연대활동)

 <2021 인천형 생태시민교육과정 진행>

-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생태환경교육 

- 미래세대 기후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자유학년제) 



<녹색전환팀>

활동 일정 대상 내용

자원순환

연대사업

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려움’ 

면제 및 화장품 

포장재 회수 

시스템 마련 대응

1월~6월 화장품협회

- 화장품 업계의 실질적 재질구조 변화를 촉

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선언을 이끌어

내고, 환경부의 화장품 용기에 대한 포장재 

등급 표시 제도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

한 활동 진행.

인천시

자원순환 청사

모니터링

5월~9월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 인천시 산화 공공기관에 자원순환 청사 기

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진행. (자

원봉사자 4인 참여)

자원순환의 날 

일회용 줄이기 

챌린지

8월~10월 인천 시민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챌린지와 자원순환의날 온라인 행사 

진행.

과포화

(과대포장 시민 모니터링)
3월~12월

자원순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 매달 온·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쓰레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 및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 모니터링.

유어보틀위크

(쓰레기 없이 동네 가게 이용하기)
11월

인천 내

카페거리 

판매자 및 

소비자

-인천 내 카페 및 식당을 섭외하여 행사 기

간 동안 포장 없는 물건 판매를 장려하고, 

행사 기간 중 제로웨이스트 워크숍을 진행하

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

해양 쓰레기 조사 ‘해결’ 3월~12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참가자 

9명

-해양 쓰레기 현장 답사 뒤 후기 제출 및 조별 

프로젝트(어업 쓰레기 관련 칼럼 작성 & 스티로

폼 쓰레기 관련 카드뉴스 제작) 진행.

갯끈풀 시민 모니터링 5월~10월

영종도, 신도, 

장봉도, 

무의도 갯벌

-해양 생태계 교란 생물인 갯끈풀 현황을 모니터

링하고, 해양환경공단에 알려 제거작업 진행.



<생태보전팀>

활동 일정 대상 내용

양서류 서식지

보전활동

양서류 

모니터링
2월~5월

양서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24명

- 주 1회 양서류 서식 현황 모니터링 및 모

니터링 자료 공유. 

양서류

서식지

보호활동

6월~10월
양서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 맹꽁이 울음 소리 제보, 우리동네 맹꽁이 

돌봄단, 맹꽁이의 편지 발송(홍보) 진행.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킴이단

이 달의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1월~12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매달 인천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선정하여 

보도자료 및 캠페인 이미지 제작, 웹사이트 

및 SNS 활용해 홍보.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킴이단

3월~10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총 105명 참여)

-회원 및 비회원과 인천 내 서식하는 멸종위

기야생동물 서식지를 탐방, 관찰 후에 손피

켓을 만들어 보호 캠페인 및 서식정화 활동 

진행. 

우리동네 

멸종위기종

탐사대

5월~8월

멸종위기종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총 69명 참여)

-송산유수지 인근 주민(가족단위)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물새와 해양저서생물을 알리고 

서식지 중요성에 대해 전달. 

송산유수지

멸종위기종

지킴이

10월

하늘중학교

생태동아리 

학생 21명

-멸종위기종 물새와 해양저서생물 현황, 서

식지의 중요성, 보호방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눔.

플로깅 크루 3월~11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총 177명 참여)

-인천의 하천 및 바다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이

야기 나누고, 쓰레기 수거 활동 진행.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 활동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관련 활동

4월~5월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계양IC

인근) 및 

목수천 우수관 

하천 유입부

-담배꽁초 쓰레기 현장 조사, 보도자료 배포 및 

인천시 관련 부서 간담회 자리 마련.



<시민참여팀>

낚시 

쓰레기 문제

관련 활동
10월~11월

잠진도 선착장, 

습지보호지역, 

인천지방해양수

산청 항만부지

-낚시 쓰레기 현장 조사,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문제 간담회 참여.

어업 

쓰레기 문제

관련 활동

7월~12월 국회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 및 기자회견 진행.

심곡천&공촌천 

생태 모니터링
3월~12월

자원활동가

21명

-자원활동가들과 서구 심곡천·공촌천 모니터링 

진행 및 생태지도 제작, 서구청과 결과 나눔회 진

행.

어바웃애니멀

공원 내 

전시동물 

관리 문제

관련 활동

5~7월, 

10~11월
인천 내 공원

-공원 내 전시동물 관리 현황 파악 및 성명서 배

포, 전시시설 현장 모니터링 지속.

동물 문제

공부 모임
7월~12월

동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동물 관련 이슈들을 주제로 온라인 공부 모임 

진행.

활동 일정 대상 내용

회원확대

및 관계맺음

시민참여

프로그램

5월, 9월, 

10월, 12월

주제별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총 41명 참여)

-계양산 산행, 우리 콩 두부 만들기, 우리 농

산물을 이용한 강정 만들기, 자연물 활용한 

크리스마스 장식품 만들기.

기획강좌

프로그램
1월, 7월~12월

주제별 강의에

관심 있는 시민

-녹색인 입문 강좌, 동물복지, 해양쓰레기, 

자연과 생명, 점박이물범, 도시숲, 음식물쓰

레기를 주제로 강좌 진행. 

인천

둘레길 걷기
9~11월

인천녹색연합

회원

(총 23명 참여)

-회원 정기 프로그램으로, 인천의 둘레길을 

걷는 활동 진행.

생태환경 잡지

초록세상
1월~12월

인천녹색연합

회원

-다양한 환경 현안을 기획특집으로 잡아 전

문가를 필자로 섭외, 칼럼과 회원들의 녹색



<분과위원회>

• 환경생태잡지기획위원회

○ 위원 : 황복순(위원장), 김현희, 박유순, 손수정, 이아롬, 이현경 (총 6명)

○ 간행 주제 : 플라스틱 독립(236호), 도시환경을 지키는 생명의 공간, 그린벨트(237호), 위기의 바다, 해양쓰레기

(238호)

• 황해물범시민사업단

실천 및 인터뷰 실음. 총 3회 발행.

가로수 가지치기 시민 제보 3월~5월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네이처링 앱을 통해 과도한 가지치기로 훼

손된 현장 사례와 적정한 가지치기 사례를 

제보 받음. 6월, 공동주관으로 정책 토론회 

진행.

활동 내용

점박이물범 보호 및 

서식처 관리 활동

-점박이물범 주민 모니터링 활동(2월~12월)

-하늬해변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4월~12월, 분기별)

지역사회 인식증진 활동

-백령중고등학교 점박이물범 탐구동아리 ‘생태학교’(4월~12월)

-백령종합사회복지관 녹색생활학교‘에코맘 강좌’(상반기, 하반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겨울철새 학교’ 및 ‘백령도의 새’홍보영상 제작

(2020년 연계사업) 

지역 주민조직 

활동 지원 및 참여

-점사모(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2013~)

-백령면 주민자지회 위원 참여(2021~2022)

민관 정책 협력 및 

대외 협력 활동  

-민관 협력 활동 

백령도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정보 공유/상괭이 좌초 및 샘플채취 지원(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방향 공유 및 서식지 보호관리 활동 협력(해양

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준비 활동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

후 관리운영 방향(인천광역시/옹진군), 인천시 깃대종 선정 기여(점박이물범)

-대외 협력 활동 

황해평화포럼 접경생태분과(인천연구원, 2020~), 2022 IUCN 제주 리더스보전 포럼 준비

를 위한 자문회의(2021~), DMZ 일원 생명평화 시민연대(2021~), 점박이물범 국내 서식지

역 보호협력 네트워크(서태안환경운동연합), 백령도 생태관광 관련 정보 교류 및 네트

워크(인천관광공사, 한국생태관광네트워크, 한국생태관광협회)

-지역 조사 활동 

서울시립대 백령대청권 비오톱조사(10/15-19), 황해섬네트워크 백령도 조사(6/24~26)

언론 홍보 및 

교육/강의 활동

-공동집필 참여 

통일인문학 도서(통일부,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백령도 총서(황해섬네트워크) 

-언론활동 

인천IN 생태칼럼(월 1회), OBS 섬통신원 

-교육/강의 



<정책위원회 및  생태·역사·공간연구소(준)>

<현안대응 및 연대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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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부지내 정화가 원칙이나 미추홀구청은 오염토양 반

출정화를 승인해줌. 이에 대해 2019년 단체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고,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 공무원

들이 징계받음. 2020년, 비위생매립폐기물까지 확인되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토양조사와 정화가 투명하게 추진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21년 환경관련테이블이 마련되어 논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됨. 이 회의 과정에서 사업자인 디

씨알이 측에 사업부지 내 비위생매립폐기물 관련 연구를 통해 다른 지역의 비위생매립쓰레기 처리방안의 가이드를 

활동 일정 내용

부평미군기지 내 

수목조사
4월~6월

장소 : B,D구역

조사원 : 인천녹색연합 회원 5명

조사방법 : 11개 장소 구획 / 교목 전수조사, 특징 관

목조사 / 사진촬영 및 특이사항 기록  

2021 녹색현장포럼
6월 29일(화) 

인천YMCA 세미나실

주제 

부평미군기지 과거,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다

- 발제 1. 과거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적 지평과 사적 공간 / 

김현석(인천민속학회 이사)

- 발제 2. 현재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 정화 과정과 의미 /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제 3. 미래

나무 조사 결과와 공원조성 방향 제안 / 

최진우(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백령/대청 지질공원해설사(4/21, 6/2), 인천지역 생태관광 답사(5/11), 인천가현중학교(5/2

2), 3.1서울민회(5/26), 숲해설가 교육(이랑, 6/19), 섬유산연구소 회원 탐방(10/3), 인천녹

색연합 회원(10/12), 해양문화아카데미(인천대, 10/26), 생태관광코디네이터 현장 탐방(10/

28),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11/6-7), 서태안환경운동연합 해설사(11/12), 한국종교인연대 

평화포럼(11/26)

-발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 관련 간담회(4/6), 여수 국제섬포럼(10/21)

프로젝트 진행

-2020-2021년 백령도 물새 보호 프로젝트(EAAFP 재단)

-2021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인식증진(인천광역시 보조금 사업)

-백령도 청소년 기후변화 인식증진(인천 사랑의 열매) 



마련하기를 요구함. 이에 비위생매립폐기물의 분해 정도, 토양과 폐기물 여부 판단, 침출수 거동 및 갯벌 내 오염물

질 유입 영향 여부 판단 등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 경과

- 2021. 월1회, 정기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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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활동이 아닌 현재 정화 진행 상황 기록) : A구역 다이옥신 정화를 위한 파일럿테스트가 2020년 2월 완료

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정화가 시작. 2021년 11월, A구역 다이옥신은 정화 완료하고, 중금속과 유류 정화 진행. B구

역의 경우, 조병창 병원으로 추정되는 건물 하부 유류오염 정화 방식 관련한 논란이 있음. 토양오염 특성상 지중정화 

방식(건물을 그대로 둔 채 하부 토양 정화하는 방식)은 굴착정화(건물을 제거한 뒤 토양 정화하는 방식)에 비해 정화

가 불확실함. 하지만 건물을 존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견과 토양환경보전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굴착정화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해 정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또한 오염이 된 상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건물이 들어선 오염지역 같은 경우, 당장 정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평구청에서는 환경부에 위해성평가 판단

을 요청한 상황임. 

‣ 경과

- 2021.03.03. 성명서 “주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방부와 환경공단, 인천시는 즉각 폐기물을 처리하라!”

- 2021.10.21. 공개의견서 “캠프마켓 토양오염정화와 역사문화보전, 지금까지처럼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 과제와 향후 계획

 - 2021년 정책위원회에서 부평미군기지 내 수목조사를 진행한 뒤, 녹색정책포럼에서 부평미군기지를 도시숲으로 조성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음. 도시숲 조성과 산곡천 복원, 녹지축 연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3.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대응 활동

- 2021.04.21. 성명서 “연수구청은 즉각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해야 한다.”

- 2021.04.22. 보도자료 “송도테마파크 부지, 기준치의 최고 21배 오염” 

- 2021.08.31. 성명서 “(주)부영주택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즉각 정화하라!”

4. 기타

- 2021.05.03. 성명서 “부천 오정동 군부대,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2021.08.18. 성명서 “인천시는 유류저장시설 외에도 오염이력 주변지역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그린벨트 보전 및 관리방안 조성 촉구 활동

1. 3기 신도시 관련 활동

‣ 내용 : 대규모 그린벨트이자 논습지인 계양논을 매립해 조성하는 3기 계양신도시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

으나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계양신도시 내 금개구리,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획, 이주하겠다고 밝힘. 계양신도시 부지 내에 전 개체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와 인천시,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 조성 및 관리방안 테이블을 구성

하라고 요구함.

‣ 경과

- 2021.06.02. 성명서“계양신도시 금개구리 안정적인 서식을 위한 민관 논의테이블 마련해야 한다.”

‣ 과제와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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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마련 

2. 남촌산업단지 반대 활동

‣ 연대단위 : 남촌산업단지 반대 대책위(남촌산단반대주민대책위·남촌산단반대남동구주민대책위·인천녹색연합·인천

평화복지연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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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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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가 결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주민설명회 대응, 도시기본

계획(안) 남촌일반산업단지 계획 삭제 촉구활동 등을 전개함.

‣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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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4. 남촌산단, 인천시는 주민수용성 확보 최우선, 남동구는 적극 추진 홍보?

- 2021.01.19. 남동구와 스마트밸리의 주민갈등 조장 벌써 3번째, 이것이 주민수용성인가? 남촌산단 추진 유령 서명용지 

선학동 무작위 배포

- 2021.02.22. 연수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 “남촌산단 적극찬성” 발언해. 장해윤 의원 규탄한다! 발언에 대해 즉각 사

과하라!

- 2021.03.17. 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 2021.03.19. 요식행위 남촌산단 설명회를 즉각 중지하라!

- 2021.06.01.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 서명운동 돌입! 주민 반대의견 모아 인천시·환경부·국토부 등에 전달 예정. 인천

시는 2040인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담긴 남촌일반산업단지 계획 삭제하라!

- 2021.11.08. 남촌산단반대대책위 ‘남촌산단 반대 시민행동의 날’ 성황리에 개최

3. 기타

- 2021.08.30. 성명서 “인천시는 그린벨트 ‘구월2사업지구 개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계양산 보전 활동

   (계양산공원조성촉구시민위원회/계양산반딧불이축제조직위원회/계양산보전을위한한평사기운동본부)

‣ 내용 : 2020년 9월 10일,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시의회 등에 요구한 

결과,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예산이 수립됨. 2021년 6월부터 용역이 시작되었으며 용역을 수행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측과 세미나를 통해 공원조성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의견수렴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논의함. 한편, 계양산

공원조성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만큼 계양산보전을위한한평사기운동본부 대표자, 집행위 회의를 10월에 열고 기

금 활용방안을 논의함. 롯데측에 계양산토지기부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함.

‣ 경과

- 2021.09.07. 공원조성방향 논의를 위한 시민의견수렴 방안 논의(서울시립대학교) 

- 2021.10.01. 계양산보전을위한한평사기운동본부 대표자, 집행위 회의

- 2021.10.20. 계양산 공원조성방향을 위한 인천녹색연합&서울시립대학교 내부 세미나 진행



‣ 향후 과제

- 시민들이 함께 지켜낸 곳이니만큼 공원조성 과정과 향후 관리에서도 시민참여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더 이상 개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주인 롯데측에 기부를 요구하는 시민운동 전개 필요함.

○ 갯벌 보전 활동

1)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대응활동

‣ 연대단위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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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환경국) 주관으로 제2순환고속도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대책위원회에서 인천녹색연합, 강화도시민연대

가 민관협의회에 결합함. 대책위원회는 해저터널을 요구했으나 8차례 회의와 1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조간대까지 최

대한 이격하는 것으로 잠정 논의됨. 이에 대한 초안을 인천시가 작성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논의하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민관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함.  

‣ 경과

- 2021.03.09. 보도자료 “홍콩야생조류협회, 국무총리, 국토부장관과 인천시장에 제2순환고속도로 람사르습지 관통 계

획우려 공개서한”

- 2021.03.18. 성명서 “람사르습지 훼손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 강력 반대한다!”

- 2021.04.05. 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 2021.06.16. 성명서 “협의과정무시, 인천지역무시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민관협의회 회의(8차례 회의, 1차례 현장방문) : 5월7일, 6월17일, 7월22일, 8월12일, 9월1일(현

장방문), 9월10일, 10월13일, 11월5일, 11월30일 

2) 배곧대교 반대활동

‣ 연대단위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 내용 :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 배곧대교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 경기

환경단체들이 대응함. 2021년 1월, 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것에 이

어 2021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환경청이 또다시 입지 부적절 의견을 제시함.

‣ 경과

- 2021.01.11. 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입지 부적절 의견. 시흥시는 계획안 즉각 폐기하라!”

- 2021.01.12. 성명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드는 담당공무원 징계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직접 해명하라!”

- 2021.01.19. 기자회견문“인천시는 국제협약.국내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드는 공무원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

하라!”

- 2021.05.26. 성명서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 2021.11.04. 성명서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 탈석탄네트워크

- 2021.01.05.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21.03.23. 보도자료. 인천기후행동,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 2030 탙석탄 행동’ 촉구

- 2021.04.20. 기후침묵깨기 : 나의 언어로 말하는 기후위기

- 2021.04.20. 지구의날 성명서. 더 늦기 전에 만행을 멈추고 결단하라!

- 2021.05.20. 보도자료.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인천시 일대에서 탈석탄 전시, 피켓팅과 세미나)

- 2021.05.21. 보도자료.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 2021.06.07. 성명서. COP유치, 2030탈석탄으로 시작하라!

- 2021.06.25. 두 번째 기후침묵깨기 : 나의 언어로 말하는 기후위기

- 2021.07.16. 세 번째 기후침묵깨기 : 나의 언어로 말하는 기후위기

- 2021.08.18. 탄소중립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



- 2021.08.20. 동네방네 인천기후행동 1인 피켓팅 캠페인

- 2021.08.22. 성명서. 일상화된 기후재난 정치권, 기업, 인천시는 책임을 다하라!

- 2021.08.30.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2021.09.15. 기자회견문.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2021.09.24. 보도자료. 글로벌기후파업에 동참하며

- 2021.10.22. 메타버스 기후정의 시민선언

- 2021.11.05. 2030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한 동네방네 인천 기후행동

- 2021.11.06. 2030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한 걷기 대회 

 

○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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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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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YWCA, 참좋은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 한강하구 등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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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

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또한 인천연구원이 주관한 황해평화포럼에도 참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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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감사보고
<사업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회원과 이사회 귀중                                       

 

인천녹색연합 정관 제2장 제16조 제6항에 따라 인천녹색연합의 2021년 사업평가보고서와 2022년 활동계획서와 관련 자

료를 바탕으로 사업감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음

1. 2021년 한 해도 인천녹색연합의 여러 상근자 활동가와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힘입어 뜻깊은 사업과 활동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 대부분인 녹색 교육(숲-초록동무), (갯벌 생태-게눈)(하천 생태-또랑 외), 자원순환, 생태보

전(양서류,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대응, 하천 생태모니터링) 등과 초록교사 교육 등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지

속 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의미는 무척 크다고 봅니다. 

2. 꾸준한 홍보 및 알림 활동, 그리고 계간지 발행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회원수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회

원으로 이어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 사업평가결과서와 2022년 사업계획은 매우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제시하

고 있어 앞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지역주민과 민관 협업으로 추진되고 황해물범시민사업단, 전환마을시민실험실등  수행 사업은 ‘업무 수행능력과 경

험의 축적’이라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나, 그 주제들이 인천 사회의 중요한 분야에 해당하므로, 결과물과 노

하우를 향후 내부 사업이나 자체 기획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입니다. 

5. 2022년 활동도 정책위원회의 ‘정책포럼’이나 정책세미나 그리고 생태역사공간연구소 활동,  ‘시민사회 연대사

업’ 활동과 회원확대 관계 맺음. 생태환경잡지 ‘초록세상’ 발행 사업 등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이므

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어렵더라도 꾸준히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6. 2022년에도 활동가, 초록선생님들 여러분과 외부 전문가, 자원봉사자(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변함없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 02. 12

인천녹색연합 감사 서일석  



<회계 감사보고서>





 2021년 결산보고 
2021.1.1.~2021.12.31. (단위:원)

과목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안 2021년 결산 증감
2021년 

예산-결산 설명

Ⅰ. 수입총계 367,876,378 375,540,000 335,911,814 (39,628,186)   

[1] 사업수입 355,681,664 369,000,000 328,670,237 (40,329,763)   

1. 기부금수입 264,017,304 285,000,000 247,849,674 (37,150,326)   

(1) 개인정기기부금 183,858,000 200,000,000 179,931,000 (20,069,000)

(2) 기업,단체기부금 6,550,000 5,000,000 3,000,000 (2,000,000)

(3) 행사모금액 53,745,000 60,000,000 30,600,000 (29,400,000)

(4) 모금단체,재단지원금 0 　 　 0

(5) 비정기기부금 19,864,304 20,000,000 34,318,674 14,318,674

2. 녹색교육운동수입 1,566,000 11,000,000 22,350,000 11,350,000

(1) 초록동무 70,000 300,000 160,000 (140,000)

(2) 게눈 630,000 6,000,000 750,000 (5,250,000)

(3) 또랑 282,000 3,000,000 1,440,000 (1,560,000)

(4) 계절학교 0 500,000 　 (500,000)

(5) 초록교사 244,000 1,200,000 　 (1,200,000)

(6) 녹색교육-기타 340,000 0 20,000,000 20,000,000

3. 생태보전운동수입 88,818,360 52,500,000 52,815,073 315,073

(1) 공원녹지보전활동 3,000,000 0 　 0

(2) 하천복원활동 0 5,000,000 　 (5,000,000)

(3) 연안보전활동 19,426,500 5,000,000 13,494,500 8,494,500

(4) 인천섬바다기자단 13,720,469 0 (651,552) (651,552)

(5) 야생동물보호활동 7,653,350 2,500,000 4,474,816 1,974,816

(6) 점박이물범보호활동 45,018,041 40,000,000 27,497,309 (12,502,691)

(7) 생태보전-기타 0 0 8,000,000 8,000,000

4. 녹색전환운동수입 80,000 12,500,000 5,655,490 (6,844,510)

(1) 자원순환 0 7,000,000 2,405,490 (4,594,510)

(2) 시민모임 　 500,000 105,000 (395,000)

(3) 시민강좌 0 　 110,000 110,000

(4) 생태기행 0 　 　 0

(5) 시민참여-기타 80,000 5,000,000 3,035,000 (1,965,000)

5. 연대활동운동수입 1,200,000 8,000,000 0 (8,000,000)

6. 생태교육센터 이랑 　 　 　 　

[2] 사업 외 수입 10,648,554 5,040,000 6,582,677 1,542,677



1. 잡이익 10,612,886 5,000,000 6,508,096 1,508,096

2. 이자수입 35,668 40,000 74,581 34,581

[3] 자산부채수입 1,546,160 1,500,000 658,900 (841,100)

1. 미지급비용(예수금) 1,546,160 1,500,000 658,900 (841,100)

2. 미수금(선수금) 0 0 0 0 　

[4] 전기이월액 33,064,491 62,726,135 62,726,135 　 　

Ⅱ. 지출총계 338,214,734 403,243,532 297,278,124 　 　

[1] 운영비 230,994,312 274,500,000 200,084,226 (74,415,774) 　

1. 인건비 180,765,093 200,000,000 151,242,215 (48,757,785) 　

2. 사회보험부담금 15,908,400 16,000,000 13,273,060 (2,726,940)

3. 복리후생비 0 500,000 　 (500,000)

4. 교육훈련비 270,000 12,000,000 1,429,100 (10,570,900)

5. 회의비 2,875,670 4,000,000 2,061,560 (1,938,440)

6. 사무용품비 76,600 200,000 18,200 (181,800)

7. 다과및식비 4,166,370 4,500,000 2,516,420 (1,983,580)

8. 여비교통비 765,700 1,000,000 428,900 (571,100)

9. 통신비 2,350,576 2,500,000 3,252,372 752,372

10. 차량유지비 463,000 200,000 1,144,000 944,000

11. 수도광열비 2,539,170 2,600,000 3,384,580 784,580

12. 수선비 187,000 500,000 907,300 407,300

13. 도서구입 및 인쇄비 4,623,550 12,000,000 7,664,500 (4,335,500)

14. 접대비 0 0 　 0

15. 세금과공과 93,750 100,000 113,750 13,750

16. 임차료 2,937,361 3,000,000 1,794,139 (1,205,861)

17. 지급수수료 495,552 500,000 943,710 443,710

18. 보험료 0 0 0 0

19. 외주비 1,903,000 2,000,000 1,188,000 (812,000)

20. 3%공동기금 3,500,000 3,500,000 3,480,000 (20,000)

21. 잡비 15,070 100,000 65,000 (35,000)

22. 기부금 0 5,000,000 　 (5,000,000)

23. 비품&소모품비 4,231,450 500,000 2,001,320 1,501,320

24. 홍보비 2,054,000 3,000,000 2,468,100 (531,900)

25. 자료비 773,000 800,000 708,000 (92,000)

[2] 목적사업비 104,552,102 128,743,532 96,994,588 (31,748,944)

1. 모금비용 13,181,847 20,000,000 10,007,279 (9,992,721)

2. 녹색교육운동비 4,427,948 16,300,000 24,339,442 8,039,442 　

(1) 초록동무 1,095,185 3,500,000 1,969,224 (1,530,776) 　

(2) 게눈 638,290 6,000,000 946,286 (5,053,714) 　

(3) 또랑 645,653 3,000,000 1,058,069 (1,941,931) 　

(4) 계절학교 9,420 500,000 244,613 (255,387) 　

(5) 초록교사 1,687,100 3,000,000 53,300 (2,946,700) 　

(6) 녹색교육-기타 352,300 300,000 20,067,950 19,767,950 　

3. 생태보전운동비 80,992,787 64,943,532 51,511,021 (13,432,511) 　



(1) 공원녹지보전활동 3,103,900 300,000 44,000 (256,000) 　

(2) 하천복원활동 0 5,000,000 1,499,650 (3,500,350) 　

(3) 연안보전활동 11,531,482 15,000,000 5,731,095 (9,268,905) 　

(4) 인천섬바다기자단 13,336,519 1,143,532 403,790 (739,742) 　

(5) 야생동물보호활동 3,821,496 3,000,000 8,712,540 5,712,540 　

(6) 점박이물범보호활동 48,731,140 40,000,000 33,862,346 (6,137,654) 　

(7) 생태보전-기타 468,250 500,000 1,257,600 757,600 　

4. 녹색전환운동비 432,100 17,500,000 7,001,796 (10,498,204) 　

(1) 자원순환 55,100 10,000,000 5,105,784 (4,894,216) 　

(2) 시민모임 　 500,000 50,000 (450,000) 　

(3) 시민강좌 　 1,000,000 1,742,412 742,412

(4) 생태기행 0 0 0 0

(5) 시민참여-기타 377,000 6,000,000 103,600 (5,896,400)

5. 연대활동운동비 5,517,420 10,000,000 4,135,050 (5,864,950)

6. 예비비 　 　 　 　

[3] 사업 외 비용 4,070 0 24,460 24,460

[4] 자산부채지출 2,664,250 0 174,850 174,850

1. 미수금(선납세금) 5,030 　 4,500 4,500

2. 미지급비용 692,910 　 1,546,160 1,546,160

3. 가지급금 1,966,310 　 (1,375,810) (1,375,810)

4. 예수금 　 　 0 0 　

차기이월금 62,726,135 35,022,603 101,359,825 　 　



 임원(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이사) 선출의 건

(사)인천녹색연합 임원후보 추천서

■ 활동경과

   ○ 2021년 11월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승인함.

   ○ 이에 다음과 같이 2022년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함.

      - 위원 : 변병설(공동대표/임원추천위원장), 권옥례(집행위원), 나준식(회원)

               이창숙(회원), 황복순(집행위원), 신정은(활동가)

      - 회의 진행 

       ·1차 회의 : 2021년 12월 20일(월) 

       ·2차 회의 : 2022년 1월 25일(화) 

       ·3차 회의 : 2022년 2월 8일(화)  

      - 주요활동

       ·기존임원 연임여부 확인 

       ·신임임원 추천기간 : 2021년 12월24일(수)~2022년 2월7일(월) 

                            홈페이지, 메일, 문자, SNS를 통해 홍보

■ 임원후보 추천

  ● 공동대표 추천

   ·이준모 :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사)내일을여는집 대표이사

   ·박인옥 : 전 인천녹색연합 이사, (사)인천사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정희 :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인천녹색연합 초록교사 

  ● 사무처장 추천

   ·박주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사 추천

   ·문경숙 : 인천녹색연합 이사, (사)황해섬네트워크 운영위원

   ·명철수 : (주)GOR 대표,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박유순 : 인천녹색연합 초록교사, 산생태교육연구소 이사

   ·배양섭 : 인천녹색연합 이사,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교수

   ·손수정 : 인천녹색연합 이사, 전 어린이도서연구회 계양지회 사무장

   ·이창숙 : 영일사 대표, 유네스코 서인천협회 회장

   ·이현경 : 약사, 인천여약사회 회장

   ·이혜진 : 인천녹색연합 이사, 전 ICN 기자

  ● 감사 추천

   ·기민자 : 인천녹색연합 감사, 인하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서일석 : 인천녹색연합 감사, ㈜선일테크 대표

2022년 2월 8일

(사)인천녹색연합 임원추천위원회



 2022년 활동계획 

조직도

회  원

총 회

지도위원 감사이 사 회

환경생태잡지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사  무  처
정책위원회황해물범

시민사업단
생태역사공간

연구소(준)전환마을

시민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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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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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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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팀

사 무 처 

사무처장 : 박주희

시민참여팀 : 신정은(팀장), 최위환

녹색교육팀 : 신을진(팀장)

생태보전팀 : 서석진(팀장), 강재원

조직지원팀 : 경윤정(회계&노무 담당)



<녹색교육팀>

총평 및 전망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교육활동이 불안정했으나 2021년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소규모 모둠으로 전환하

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함. 2022년에도 소규모 모둠으로 진행할 예정임.

○ 2000년부터 교육활동을 진행했으나 교육내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음. 2021년 청소년하천교육(또랑)을 환경부 지

정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받는 과정에서 또랑 교사들과 하천교육 내용을 정리, 모아냄. 어린이숲교육, 청소년갯벌교육

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녹색교육활동의 중심이 되는 초록교사 모임을 2021년 거의 진행하지 못함. 2022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초록교사 간 

교류와 심화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 기후위기시대에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천교육청 차원에서 생태환경교육을  전반적으로 확대함. 

인천녹색연합도 공동진행자로 함께 하고 있으며, 올해도 진행할 예정임. 인천녹색연합이 환경운동단체로서 환경생태교

육의 지향점을 정립하고, 공공기관 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함.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장소 및 내용

초록교사

* 단위별 초록교사 : 초록동무 31명, 게눈 8명, 또랑 4명, 안식년 15명
* 워크샵 : 2월 26일(토), 대면·당일 프로그램
* 현장심화교육 : 연 3회 진행
* 목마름강좌 꿈틀 : 연 2회 진행
* 신규초록교사 모임 : 신규 초록교사 미영입으로 별도 진행 하지 않음
* 잡담회 : 연 2회 진행 

초
록
학
교

신규회원 OT * 일시 : 3월 5일(토) 예정

초록동무
(어린이

숲
생태
교육)

계양구

3월~11월 
두 번째 일요일

가족회원 중 
어린이 회원(6세~12세)

계양산 일대
남동구 남동문화공원
부평구 원적산 일대
미추홀구
중구
동구
연수구

청량산 일대

영종 박석공원
청라
서구

연희자연마당

게눈
(청소년갯벌모니터링)

3월~11월 
네 번째 일요일

 
가족회원 증

  청소년 회원(13세~15세 및 16세)
영종도 일대

또랑
(청소년하천생태교육)

3월~11월 
세 번째 일요일

가족회원 중 
청소년 회원(15세~19세) 

굴포천 
대월공원 일대

어린이 
여름자연학교

7월 말~8월 초
(당일 프로그램)

8세~12세, 30명 미정

겨울자연학교
2월 말

(당일 프로그램)
10세~14세 20명 미정

청소년
여름계절학교

7~8월 16세~19세 20명 미정

사무처 활동계획 (녹색교육팀 / 생태보전팀 / 시민참여팀 / 조직지원팀)



<생태보전팀>

1. 영종갯벌보전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활동, 인천섬바다기자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종도 동측갯벌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2018년 대응활동에 나섬. 1인시위를 

시작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대규모 서식을 확인해 추진은 중단되었으나 여전히 계획은 삭제되지 

않음. 2020년 시청 앞 릴레이1인시위,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해 갯벌매립계획 철회를 촉구했으며 결국 인천시가 영

종갯벌 보전,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끌어냄.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구보전의 방법으로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영종도의 멸종위기종 조류‧해양저서생물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종도 주민대상 갯벌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습지보호지역지정 및 보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올해 멸종위기야생동

물 보호활동도 영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함.

  또한 2011년부터 인천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 청소년인천섬바다기자단‘파랑’을 새롭게 전환하고자 함.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들의 1박2일 참여가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천주요갯벌

의 가치를 알리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데 목소리를 모아내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함.  

2. 양서류 서식지 보전 활동

  2008년, 계양산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양서류모니터링을 시작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모니터링단을 꾸

려 인천내륙의 서식하는 양서류 모니터링 진행함. 2022년에는 주기적인 서식‧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양서류 서식지 보전

을 목표로 간담회 진행하고자 함. 또한 2021년 진행한 인천시설공단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영

종도 송산공원을 맹꽁이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3.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 활동 및 플로깅 크루

  인천섬답사와 연대활동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제안해옴. 2021년에는 해양쓰레기 절반에 해당하

는 어업쓰레기 문제 해결 근거가 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활동을 진행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또

한 낚시쓰레기, 도로, 하천변 등 육상기인 쓰레기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론화함.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이해를 

돕고자 인천시민들과 플로깅크루 활동 진행함. 올해에도 육상기인 쓰레기 해결을 위해 낚시쓰레기, 도로 및 하천변 쓰

레기 문제 대응할 예정임.

4. 하천 생태 복원 활동

  인천녹색연합은 2006년 복개하천실태조사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하천복원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제

안해 옴. 2021년 굴포천 일부 구간이 복원을 시작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인천서구청과 4대하천 생태모니터링 업무협약 

체결하고, 숲해설가 전문과정 이수한 자원활동가와 심곡천, 공촌천의 생태 모니터링 진행, 생태지도 제작함. 캠프마켓

(부평미군기지) 공원조성시 산곡천 복원 등 복개구간 복원 운동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심곡

천, 공촌천 인근 주민, 학생 대상으로 하는 하천보전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5. 어바웃애니멀

  인천녹색연합은 야생동물보호 및 서식지보전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도시공원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인천공

원 내 전시동물 관리 문제를 2021년 처음 공론화 함. 이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여러 동물 문제를 주제로 공부 모임

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공부모임과 현장 모니터링 활동 계획.

6. 강화산림조사

  인천녹색연합은 인천내륙 유일녹지축인 한남정맥 실태조사(2008년)와 보전활동을 전개해옴. 강화옹진지역의 크고 작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2022 인천형 

생태시민교육과정
(연대활동)

- 함께 진행하는 단위와 논의해 확정 예정



은 산림훼손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훼손 계획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강화를 중심으로 

산림생태 및 훼손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보전,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활동 일정 대상 내용

양서류 서식지

보전활동

양서류 

모니터링
2월~5월

양서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주 1회 양서류 서식 현황 모니터링 및 모니

터링 자료 공유. 

개구리보호의날

보호팻말 설치

및 정화활동

4월 28일(목)

~

5월 2일(일)

양서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개구리 보호를 위한 주요 지점에 팻말 설치 

및 정화활동 진행.

맹꽁이 로드킬

방지 활동

6월 4일(토)

~

10월 1일(토) 

양서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맹꽁이 울음소리 제보를 통해 서식지 파악, 

맹꽁이 로드킬 

양서류

보호공원

지정을 위한 

활동

1월~12월
양서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송산 공원, 송도근린 공원 등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민을 모집하여 홍보

와 교육을 통해 양서류의 생태와 서식지 보

호에 대한 관심 고취, 양서류 보호할 수 있

는 공원으로 지정토록 함.

영종갯벌보전 

및 멸종위기야

생동물 보호활

동

영종도 갯벌

생태 모니터링
3월~10월

초록교사

(10명)

-월 2회 영종도 갯벌의 조류 및 저서생물 

모니터링 진행.

영종주민 대상 

교육

상·하반기

(4회 이상)

영종도 내

중·고등학생

-영종도 갯벌의 중요성을 주제로 멸종위기야

생동물 관찰 등 현장교육 진행.

갯벌생태사진

전시회

상반기

(5회 이상)

영종도 거주

시민

-영종 시민들에게 인천의 갯벌을 주제로 한 

사진 소개,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

고 갯벌 보존을 위한 인천녹색연합의 활동 

알림.

2022영종도갯벌

철새의날
9월 24일(토)

영종도 거주

시민

-영종갯벌 보전을 위한 전문가 컨퍼런스,

영종도갯벌생태모니터링 결과 발표, 갯벌

안내자와 함께 하는 갯벌체험교육 등 진행.

이달의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1월~12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매달 인천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선정하여 

보도자료 및 캠페인 이미지 제작, 웹사이트 

및 SNS 활용해 홍보.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킴이단

2월~9월
인천녹색연합

가족회원

(10가구)

-영종도의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탐방, 

멸종위기야생동물을 주제로 퍼포먼스 구조물 

제작 및 2022영종도갯벌철새의날에 퍼레이드 

참여.

인천섬바다기자단 6월~9월 청년 10명

-인천일보 공동진행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인천갯벌,해양의 가치



를 기록하고 알려내고 궁극적으로 인천갯벌을 

보전하고자 함.

-영종도&무의도, 볼음도&주문도, 영흥도, 대이

작도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 활동

플로깅 크루 3월~11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

-인천의 하천 및 바다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이

야기 나누고, 쓰레기 수거 활동 진행.

낚시 

쓰레기 문제 

대응 활동
1월~12월

인천의 

하천 및 바다

-낚시금지 및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천과 바다의 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해 

담당 기관에 대안 마련 촉구 등 진행.

도로 및 하천변

쓰레기 문제

대응 활동

1월~12월
인천의

도로 및 하천

-육상 기인 해양 쓰레기의 주요 발생지인 도

로와 하천변 쓰레기 실태와 인천시 정책 현

황을 조사해 담당 기관에 대안 마련 촉구.

기타 현안 대응 1월~12월
-기타 해양 쓰레기 문제 관련한 현안 발생할 시 

대응 활동 진행.

하천생태

복원 활동

하천 

생태 모니터링

3월, 6월

9월, 11월

심곡천 및 

공촌천

-모니터링 지점 및 분야를 선정해 하천 생태

계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물은 하천 

복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천

생태 교육
3월~9월

심곡천·

공촌천 인근 

중·고등학생

-교육 지도안 제작 및 심곡천·공촌천 인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천 생태교육 진

행  

강화산림조사 2월~9월 강화

-산자락 팬션, 도로 계획 등 개발압력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줄기와 물줄기 자연환경

에 대한 조사와 방향제시

어바웃애니멀

공원 내 

전시동물 

관리 문제

관련 활동

1월 ~12월 인천 내 공원

-공원 내 전시동물 관리 현황 파악 및 카드뉴스 

등 활동 홍보 자료 제작, 개선사항 발견 시 담당 

기관에 요구.

동물 문제

공부 모임
2월~12월

동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 동물 문제에 관련한 이슈를 정리해 시민들

과 공유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함.



<시민참여팀>

총평 및 전망

○ 2021년은 코로나19 발생 2년 차, 대면하며 진행하는 다양한 회원 활동 위축 및 회원 이탈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비

대면 활동 형태로 전환하여 활동 지속함. 

○ 소통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온라인 마케팅을 기획, 시민들의 관심사와 우리의 활동을 연결하는 방향 모색.

○ 관리대상의 회원이 아니라 우리 활동을 함께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회원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활동 일정 대상 내용

회원확대

및 관계맺음

가입연차별 

관계맺음
1월~12월

인천녹색연합

회원

 -가입 즉시: 가입 후 3일 이내 전화통화, 단

체 소개 및 회원의 관심분야 파악, 소식지 

및 단체소개 리플렛 우편물로 전달.

- 신입회원의 날: 연 2회 기존 프로그램(예: 

회원기행) 또는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예: 

계양산 둘레길 걷기) 안에서 함께 진행 .

- 1-3년차: 문자 또는 전화로 회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 5년차: 회원인터뷰 대상, 월 1회 회원인터

뷰 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유.

- 10년차: 회원총회 때 평생길동무상 수여. 

- 20년차 이상 및 임원: 공동텃밭운영.

회비납부율

늘리기
1월~12월

인천녹색연합

회원

-월 1회 회원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 내용을 

토대로 연락을 취함.

참여프로그램 2월~12월
인천녹색연합

회원 및 비회원

-기획강좌, 만들기 및 체험 프로그램, 인천둘

레길 걷기, 녹색생활캠페인 등 회원 및 비회

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

램 진행. 

회원 소모임 월 1회
인천녹색연합

회원

-울림(숲길명상과 생명사랑이야기), 책산책(책 읽

고 나누기), 우보호시(牛步虎視, 인천 현장 곳곳 

살펴보기) 등 소모임 형태의 회원 참여 활동 진

행.

홍보

초록통신 월 1회
인천녹색연합

회원

-인천녹색연합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해 

월 초 1회 문자 발송.

뉴스레터 월 1회
인천녹색연합

회원 및 비회원

-인천녹색연합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해 

월 초 1회 e-mail 발송.

SNS 상시
인천녹색연합

회원 및 비회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 시민

들과 소통하기 위한 채널에 활동 소식 알림.



• 환경생태잡지기획위원회

총평 및 전망

○ 2000년부터 매달 발간하던 소식지 ‘초록세상’은 회원들에게 인천녹색연합 주요 활동을 담아 알리는 역할을 해옴. 점차 

인천녹색연합 활동 소식을 SNS 등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여러 경로가 생기게 됨.

○ 이에 단편적인 활동 전달을 위한 기능보다는 인천지역 다양한 환경현안과 의제를 깊이있게 다루는 잡지로의 발간 필요성

이 논의됨.

○ 2019년 가을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잡지 형태의 계간지로 전환함. 정기간행물/국제표준도서번호 ISSN 등록해 도서관, 학

교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  

•황해물범시민사업단

총평 및 전망

○ 2021년은 코로나19 발생 2년 차, 백령도 지역 사회경제 활동성 위축 및 공동체 활동 축소. 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증진 

사업 비대면 활동 형태로 전환하여 지속 진행 

○ 인천녹색연합 특별기구 황해물범시민사업단 3년차로 백령도 지역 내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 단체로 자리매김, 대외적으로 

점박이물범 보호 및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주요 단체로 활동력과 입지 구축. 지역 내 환경 현안 및 환경 갈등 관련 활동, 

생태와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 관련 활동 등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며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

○ 2016년부터 진행해 온 청소년 점박이물범 탐구동아리 활동을 2022년부터는 백령중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임. 점박이물범 보호와 학교 환경교육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인식증진 활동 및 황해권 청소년 환경인 

양성 기회 마련.     

○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성과(2021.5.27. 점박이물범 집단 서식지 하늬바다와 진촌리 마을) 

-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 등 지자체와의 점박이물범 보호 정책 교류 및 협력 계기 마련.   

- 생태관광지역을 통해 백령도가 국내 생태네트워크 영역에 본격 등장 및 진입 계기  

- 점박이물범 등 지역의 중요 생태자원을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보전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동안 진행해 온 지역 기반 한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의 진전을 가져옴.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기획 및 생태

관광 활성화 등 지자체의 환경정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사회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하는 활동 필요.

활동 내용

점박이물범 보호 

정책 대응 활동

-점박이물범 개체수 현황 및 변동 사항 조사, 점박이물범 서식지 실태 및 보호관리 현

황 파악, 점박이물범 보호 인식증진, 국가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및 활성화 활동 진행.

점박이물범 보호 및 

지역사회 환경/생태계 

보호 활동 

-점박이물범 주민 모니터링 활동, 점박이물범 서식지(하늬바다) 자율관리 활동, 청소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운영, 점박이물범 생태길 만들기, 녹색생활학교_백령 에코맘 강좌,

저어새 생태학교 진행. 

활동 내용

소식지(초록세상) 발간

-다양한 환경현안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인천녹색연합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

하기 위해 연 4회 소식지 발간.

-2021년 정기간행물/국제표준도서번호 ISSN 등록 완료돼, 공공기관 및 지역 도서관에서 

정기구독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

분과위원회 활동계획 (환경생태잡지기획위원회 / 황해물범시민사업단 / 전환마을시민실험실)



•전환마을시민실험실

활동전망

○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정책을 

뒷받침할 지역과 주민기반의 탄소 중립 모델이 구축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2021년 4월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

0년,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6천6백만 톤) 대비 30.1%, 80.1%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구체적인 목표

와 전략별 실천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 과제 선정에서 부문 및 주체간 통합적

인 인식과 노력이 부족함.  

○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2021년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모두가 실천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학교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사회-마을- 학교

가 함께하는 기후생태환경교육, 인천의 자연생태, 환경시설 등을 활용한 인천형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전환뿐 아니라 자원순환과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교육을 넘어 개인과 

지역의 공동의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진행.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탄소중

립 정책이 확산되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함.

 (가칭) 백령도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등 진행.

대외 협력 활동 -황해점박이물범 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남북해양생태협력 의제 참여.

활동 내용

자원순환 마을실험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원순환(재활용)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실험하여 구축.

네트워크 확대 사업
-탄소중립 학교 만들기, 탄소중립 아파트 만들기, 찾아가는 에너지놀이 교실 

등 진행.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체험교구 개발.

계양3동 주민자치회 

마을환경분과

-지역주민들의 환경인식 확대와 환경에 관심있는 주민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주민 주도 

사업 진행.



총평 및 전망

○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해안선’, ‘그린벨트’ 등의 주제로 녹색현장포럼을 진행하며 해 옴. 2021년에

는 부평미군기지 내부 수목조사를 통해 도시숲 조성을 제안한 바 있음.

○ 2022년에는 정책위원을 구성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논의를 확장하고자 함.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인천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사업추진개요

1) 녹색정책세미나

○ 기간 : 2022년 2월 ~ 11월 (5~6회)

○ 대상 : 정책위원 중심 + 임원 및 활동가, 회원 참여

○ 주제 : 탄소중립 인천의 비전과 과제

○ 주요내용(안)

      ① 인천 도시생물다양성 비전 및 전략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③ 기후정의와 생태문명 전환

      ④ 기후·생태 위기 해결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⑤ 인천 탄소중립도시 이행전략 및 로드맵

      ⑥ 인천 환경 쟁점 및 정책 이슈

    *필요시 발제자 초청

 

2) 녹색현장포럼 

○ 기간 : 2022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대상 : 회원 및 시민 대상

○ 주요내용(안)

      ① (상반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인천의 과제와 시사점 

      ② (하반기) 기후·생태 위기 해결을 위한 인천의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녹색정책세미나를 통해 포럼 주제 확정

정책위원회 활동계획



총평 및 전망

○ 2022년은 연구소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연구소의 역할과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한 기조를 수립할 예정임.

○ 이를 위해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기초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기타 인천녹색연합의 기존 활동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 분야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함.

1. 사업 목적

○ 연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연구 시스템을 구축함.

2. 2022년 사업추진개요

1)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연구 전략 수립

○ 기간 : 2022.01-2022.12.

○ 주요내용

① 데이터의 수집 및 분류

② 소장 데이터의 분석 및 범주화

③ 연구 시스템의 구축

④ 주요 연구전략 설정

 

2) 공동연구 추진

○ 기간 : 2022.01-2022.12.

○ 주요내용

① 연구자간 개별 연구성과의 공유 기반 마련

② 회지 등을 통한 연구성과 발표

③ 주요 이슈에 대한 연중 공동연구 진행

생태역사공간연구소(준) 활동계획



 2022년 예산

2020.1.1.~2020.12.31 (단위:원)

과목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안 설명

Ⅰ. 수입총계 335,911,814 366,786,000

[1] 사업수입 328,670,237 364,686,000

1. 기부금수입 247,849,674 281,000,000

(1) 개인정기기부금 179,931,000 198,000,000

(2) 기업,단체기부금 3,000,000 3,000,000

(3) 행사모금액 30,600,000 50,000,000

(4) 모금단체,재단지원금 0 0

(5) 비정기기부금 34,318,674 30,000,000

2. 녹색교육운동수입 22,350,000 25,436,000

(1) 초록동무 160,000 200,000

(2) 게눈 750,000 1,836,000

(3) 또랑 1,440,000 1,500,000

(4) 계절학교 　 1,100,000

(5) 초록교사 　 800,000

(6) 녹색교육-기타 20,000,000 20,000,000

3. 생태보전운동수입 52,815,073 51,400,000

(1) 공원녹지보전활동 0 5,000,000

(2) 하천복원활동 0 800,000

(3) 연안보전활동 13,494,500 5,100,000

(4) 인천섬바다기자단 (651,552) 10,000,000

(5) 야생동물보호활동 4,474,816 2,500,000

(6) 점박이물범보호활동 27,497,309 28,000,000

(7) 생태보전-기타 8,000,000 0

4. 녹색전환운동수입 5,655,490 6,850,000

(1) 자원순환 2,405,490 2,000,000

(2) 시민모임 105,000 500,000

(3) 시민강좌 110,000 1,350,000

(4) 생태기행 0 0

(5) 녹색자치 　 3,000,000

(6) 시민참여-기타 3,035,000 0

5. 연대활동운동수입 0 0

6. 생태교육센터 이랑 　 　

[2] 사업 외 수입 6,582,677 1,100,000

1. 잡이익 6,508,096 1,000,000

2. 이자수입 74,581 100,000

[3] 자산부채수입 658,900 1,000,000

1. 미지급비용(예수금) 658,900 1,000,000

2. 미수금(선수금) 0 0

[4] 전기이월액 62,726,135 101,359,825

Ⅱ. 지출총계 297,278,124 415,490,400



[1] 운영비 200,084,226 280,350,000

1. 인건비 151,242,215 209,200,000

2. 사회보험부담금 13,273,060 28,000,000

3. 복리후생비 0 500,000

4. 교육훈련비 1,429,100 2,500,000

5. 회의비 2,061,560 3,000,000

6. 사무용품비 18,200 200,000

7. 다과및식비 2,516,420 3,500,000

8. 여비교통비 428,900 500,000

9. 통신비 3,252,372 3,500,000

10. 차량유지비 1,144,000 2,000,000

11. 수도광열비 3,384,580 3,500,000

12. 수선비 907,300 500,000

13. 도서구입 및 인쇄비 7,664,500 10,620,000

14. 접대비 0 0

15. 세금과공과 113,750 130,000

16. 임차료 1,794,139 1,800,000

17. 지급수수료 943,710 1,000,000

18. 보험료 0 0

19. 외주비 1,188,000 1,500,000

20. 3%공동기금 3,480,000 3,500,000

21. 잡비 65,000 100,000

22. 기부금 0 　

23. 비품&소모품비 2,001,320 2,000,000

24. 홍보비 2,468,100 2,000,000

25. 자료비 708,000 800,000

[2] 목적사업비 96,994,588 135,110,400

1. 모금비용 10,007,279 30,000,000

2. 녹색교육운동비 24,339,442 28,386,000

(1) 초록동무 1,969,224 2,350,000

(2) 게눈 946,286 1,836,000

(3) 또랑 1,058,069 1,500,000

(4) 계절학교 244,613 1,100,000

(5) 초록교사 53,300 1,600,000

(6) 녹색교육-기타 20,067,950 20,000,000

3. 생태보전운동비 51,511,021 61,064,400

(1) 공원녹지보전활동 44,000 5,000,000

(2) 하천복원활동 1,499,650 800,000

(3) 연안보전활동 5,731,095 11,964,400

(4) 인천섬바다기자단 403,790 10,000,000

(5) 야생동물보호활동 8,712,540 2,500,000

(6) 점박이물범보호활동 33,862,346 27,800,000

(7) 생태보전-기타 1,257,600 3,000,000

4. 녹색전환운동비 7,001,796 11,160,000



(1) 자원순환 5,105,784 2,000,000

(2) 시민모임 50,000 0

(3) 시민강좌 1,742,412 2,300,000

(4) 생태기행 0 0

(5) 녹색자치 0 6,000,000

(6) 시민참여-기타 103,600 860,000

5. 연대활동운동비 4,135,050 4,500,000

6. 예비비 　 　

[3] 사업 외 비용 24,460 30,000

[4] 자산부채지출 174,850 0

1. 미수금(선납세금) 4,500 　

2. 미지급비용 1,546,160 　

3. 가지급금 (1,375,810) 　

4. 예수금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영문은 

“GREENKOREA INCHEON”라고 표시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1.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3(태흥프라자) 602호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각 군‧구와 인접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4대 강령(생명존중 ․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비폭력 평화의 실현 ․ 녹색자치의 실현)의 실현과 인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활동‧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

  ② 녹색자치를 위한 조직사업과 지역연대사업

  ③ 생명존중과 비폭력평화 사상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사업

  ④ 생태계보전과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환경감시사업

  ⑤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산림, 하천, 갯벌, 해양, 생물다양성, 생활환경개선 등 

     환경생태교육사업

  ⑥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2.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적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뒤 첫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된다.

2. 회원이 된 뒤 1년이 지나고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

다.

3.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4. 제2항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지회 및 부설기구 대표자는 대의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각 회원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3.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내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정관



1.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약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정기기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5. 회원은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회원의 탈퇴) 대의원과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대의원과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떨어트리거나 목적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나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을 때 납부한 정기기부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 이내(공동대표 중 1인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2. 사무처장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공동대표,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 호선한다.

3. 임원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개월 안으로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사이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정관, 내규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이어간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 중 1인이 상임대표직을 수행한다.



2. 상임대표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대표의 자리가 비었을 때 공동대표 가운데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법인의 운영과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는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대표

와 사무처장은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

6.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가 있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와 이사회 또는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내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열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다. 
3. 총회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밝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로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상임대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20일 안으로 총회를 열어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6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 자리가 비었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넘는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조직



제23조(이사회) 

1.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상설의결기구이다.

2.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 사무처장, 이사로 구성한다.

3.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열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넘는 요청이 있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대표는 이사회를 열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와 장소를 알

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법인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법인 사무처와 지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와 해산

  ③ 분과위원회 설치와 해소, 위원장 승인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집행위원회 구성

  ⑧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촉

  ⑨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의결

  ⑩ 내규 제정과 개정

  ⑪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⑫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의견을 낼 사항 가운데 경미하거나 긴급한 내용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상

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1. (지도위원)  지도위원은 법인에 기여한 자와 사회지도급 인사 중 대표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지

도위원은 단체 활동 지도와 자문 등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환경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위촉한다.

제25조(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

한 집행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상설심의기구이다.

1. (지위) 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대표, 사무처장, 분과위원장, 회원소모임 대표, 지회 및 부설기구 대

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촉직 위원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은 공동대

표 중 1인이 맡는다.

2.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연다.

3.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당해임기로 한다.

4.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이상 출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5. (심의사항) 

  ①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구성

  ③ 이사회 안건 상정

  ④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5. (분과위원회)

  ① 본 모임의 주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집행위원, 회원, 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26조(사무처)

1. (사무처)

  ① 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② 사무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사무처는 매월 사업보고 및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아 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사무처 및 산하기구 업무   

 를 조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지회 및 부설기구)

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 및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2. 지회 및 부설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28조(회원 모임)

1.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원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 회원 모임은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활동한다.

3. 회원모임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를 바꾸려 할 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타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성과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 안으로 감사결과가 포함된 지난해 사업실적과 결산

내용,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정당활동 제한) 법인의 공동대표, 사무처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활동(무소속도 포함)을 하려면 사임

해야 한다.

제3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넘는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

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처분) 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넘는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

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

다.

정관 제정  1996년  7월  6일

제 1차 개정  1997년  3월 22일

제 2차 개정  2000년  1월 20일

제 3차 개정  2002년  1월 26일

제 4차 개정  2004년  1월 17일

제 5차 개정  2005년  1월 22일

 제 6차 개정  2006년  2월  4일

제 7차 개정  2007년  2월  3일                        

                                                제 8차 개정  2009년  2월  7일

제 9차 개정  2010년  2월  6일

 제10차 개정  2011년  2월 12일 

 제11차 개정  2012년  2월 11일

제12차 개정  2014년  2월 15일

제13차 개정  2015년  2월  7일

제14차 개정  2020년  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