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조류독감(AI∙Avian Influenza)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많은 시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
다. 그럴 만도 하다. 인류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소, 새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니까.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듯하다. 지금 근본적인 책을 세우지 않으
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먼저 조류독감부터 살펴보자. 최근 유엔(UN)

은 인류가 중요하게 걱정해야 할 문제로 조류독
감을 꼽았다. 뭔가 이상하다. 연일 정부, 기업,
언론이 나서서“조류독감에 걸린 닭, 오리라도
조리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떠드는데,
유엔이 나서서 조류독감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경고하다니.
진실은 이렇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한다. 애초 새들과 공존하던 조류독감 바
이러스는 어느 순간에 새를 공격하는‘살육자’
로 돌변했다. 다행히 아직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능력은 얻지 못했다.
만약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이런 능력을 획득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말 그 로 최악의 전염병
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세계보건

기구(WHO)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는 조만간 이
런‘ 변이’가 일어나리라 여긴다.
겁을 주는 게 아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

이를 일으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20세기 들
어 이 바이러스는 1918년(4000만~1억 명 사망),
1957년(2000만 명 사망), 1968년(70만 명 사망) 3
번 발생했다. 보통 전문가는 40년 정도를 변이
가 일어나는 데 충분한 시간으로 본다. 2008년은
이 바이러스가 마지막으로 유행한 지 딱 40년이
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 한국 정부는 조

류독감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타미플루’
를 전 국민의 2% 정도가 복용할 수 있는 125만
명분을 비축해 놓았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구 10~20% 이상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비축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
이명박 통령은 운하를 팔 때가 아니라 타미플
루부터 비축할 때이다.
물론 타미플루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타미플루

는 증상이 시작된 지 서른 시간 이내에 복용해
야 효과가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타미플루에 저
항성을 가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속속 발견되
고 있다. 이런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
하는 살육자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마
2012년 인류 종말과 같은 예언이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질지도 모른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갑자기 새, 사람을 공격

하게 된 까닭은 바로 인간의 탐욕이 그 원인이
다. 인간이 개발한답시고 습지를 파괴하면서 철
새와 닭, 오리 사이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쉽게 인간에게 다가갈 수 있었
다. 또 인간은 닭, 오리를 집 사육하면서 이 바
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광우병 역시 조류독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광

우병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불확실한 상태
다. 그 원인이‘변형 프리온’이라 불리는 단백질
탓인지조차 과학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 다만,

광우병이 어떻게 확산하 는지 강의 합의는
존재한다. 
최근 갑자기 광우병 전문가를 자처하며 나선

이들은“광우병 사태는 끝났다”고 얘기한다. 그
러나 사정은 정반 다. 2000년 들어 수혈을 통
해서 인간광우병에 전염돼 사망한 사람이 나타
났다. 일단의 과학자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단
백질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뇌에서 나타나는 변형 프리온
은 병의 결과일 뿐이지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
이다. 먹을거리를 통해 전파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역시 재앙이다.
자,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산자는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의 집 사육 방
식을 유기 사육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소비자
역시 (살아남으려면) 육식 위주의‘현 식’식탁
을 채식 위주의‘오래된’식탁으로 바꿔야 할 것
이다. 이 밖에도 지역 먹을거리 운동, 사전 예방
원칙의 확립 등 할 일이 많다.
그 전에 도무지 시민의 생명 따윈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 (물론 노무현 정부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우리들이, 시민들이 앞장서서
보여줘야 한다. 당장 촛불부터 들자. 

// 강강양양구구((프프레레시시안안 기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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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가사람을공격한다!불안한먹거리

촛불문화제 인파로 가득한 광화문. 정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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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초,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
루엔자(AI)가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엄
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감염된 닭의 경우
거의 전부가 죽을 정도로 치명적인 이 질병은
우리나라에서 5월말 현재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전국의 30여 이상의 장소에서 확인되었고, 7백
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죽거나 살처분되었습니다.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조류 인플

루엔자 발병으로 가금류 사육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
지만, 관련 당국은 이에 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
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제때 막지 못하고 방역체계의 구멍을 여실
히 보여주던 당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의 원인을
야생조류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야생조류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

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분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조류가 가금류와 접촉하여 바이러스를 옮길 가

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신,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과 오리들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개
그런 곳에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입니다.
게다가, 여러 세 에 걸쳐 빨리 성장하는 개체만
을 선택적으로 교배시킨 결과 이들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몸의 저항
력이 더욱 약해져 각종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당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애꿎은

동물들을 마구 살처분하고, 수많은 농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악순환
의 고리를 끊으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우
선, 가금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켜 외부
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하
고 건강한 가축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도 더욱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마마용용운운 ((환환경경연연합합 습습지지센센터터 국국장장)) 

가금류축산방식이바뀌어야
조류인플루엔자를막을수있습니다

매끼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에는 무
엇을 먹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먹
거리에 한 불안이 높아진 때는 메뉴를 결정하

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 이
루어진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연
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게 될 날이
점점 임박하고 있는데,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는
미국산 쇠고기,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풀을 뜯고 자라야 할 소에게 몇몇 국가에서 소

먹은 돼지, 닭을 갈아 먹여 억지로 급히 살을 찌
웠습니다. 그런 비자연적인 사육을 당하다보니
소의 뇌에 구멍이 뚫리는 신종 질병이 발생했고,
그것이‘미친 소 병’즉 광우병입니다. 더 나아가
광우병 걸린 소를 먹은 사람도 뇌에 구멍이 뚫리
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인간광우병입니다. 심각함
을 알게 된 유럽 국가들은 강력하게 동물성 사료
정책을 제한했지만 미국은 지금도 계속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프리온’
이라는 변형단백질은 0.001g(후추 한 알의 천분의
일)만으로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고, 600℃의 고
온에서도, X-ray나 자외선처리를 해도, 고압처리
를 해도 끄떡없이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
은 전 세계에서 200명 정도이고, 이 중 죽음을 앞
둔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하 습니다. 증세
는 치매와 비슷하며 현재 치료법은 없습니다. 부
검을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되
지 않은 인간광우병 환자까지 더하면 수는 더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 당연히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다는 생각이 들 텐
데, 우리 정부는‘믿고 먹어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 아이스크림
광고카피처럼‘골라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요? 소는 단순히 구워 먹고, 끓여 먹는 것이 아니
라 햄버거, 피자, 라면 스프, 과자 양념, 조미료
등 수많은 음식에 잘게 갈려져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음식 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생리
에도 소 추출물이 쓰인다고 하지요. 인간광우병
환자 중 채식주의자도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필품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학교 급식을 먹는 학생들, 과자∙햄버
거∙라면 좋아하는 아이들, 병원∙군 에서 주는
로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적혀있지도 않고 눈

으로 구별할 수도 없는 광우병 소를 어떻게 골라
내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의약품, 화장품, 생리
를 사용해야 하는데 광우병 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보면 믿을 수 있을까
요? ‘안 먹으면 된다’는 것은 사실‘먹든지 말든
지 내 알바 아니다’는 말과 똑같은 무책임한 말
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증거를 요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먹고 병에 걸려 죽어나가야지만 수입 철회할 것
이 아니라, 수입해 먹기 전에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아직은 절 로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 라라윤윤화화 ((환환경경연연합합 생생명명안안전전본본부부 간간사사)) 

광우병쇠고기, 싫으면안먹으면된다구요?

5월 29일 고시를 5시간 앞둔 오전 11시. 환경연합회원과 활동가 30여명이‘고시
철회’‘수입반 ’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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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리 선생님께서 면하셨습니다.

열명길에 오르신 그분에게 세상은 민족의 삶과 말 살이의 위 한 교사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환경연합의 고백은 그분이 이 땅의 환경운동이 자라난 철학의 큰 뿌리 다는 것입니다.
1993년 4월 2일 선생님은 초 공동 표로서 환경연합의 깃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해 아래 산과 강이 흐르는 깃발을 가리키며 당신은 말 하셨습니다.

“이 깃발 속에 내가 필생을 바쳐 그리고자 한 사람과 자연의 얽힘, 
생명의 사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또 말 하셨습니다.

“ 을 지키는 운동은 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환경연합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앞자리에서 헌신하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르쳐주신 생명의 사상이 우리 운동이 품은 뜻과 의지의 고갱이입니다.
당신이 일러 주신 운동의 바른 길을 이 땅을, 이 땅의 물을
이 땅의 하늘과 바다와 그 속에 깃들여 살아가는 사람과 풀과 나무와 동물들을
다함께 살리는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전에 드릴 것은 그 약속 하나입니다.
약속을 다짐으로 남기시고 당신은 흙으로 가십니다.
평안히 가소서
지의 사상가, 우리 운동의 한 어머니!

// 박박현현철철 ((월월간간 함함께께사사는는 길길 처처장장))

흙으로또물로가시거든 - 환경연합초 공동 표故박경리선생의 전에

★★ GGMM FFrreeee 제제품품 사사용용하하기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Free 선언을 한 기업들이 속
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지지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활동
입니다. 하나를 사더라도 GM Free 제품을 골라 사세요. 

→ GM Free 제품 찾아가기 wwwwww..sseeoouull..kkffeemm..oorr..kkrr

�생활협동조합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생협 제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에코생협을 비롯한 각 생협에 조합
원으로 가입하셔서 우리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밥상도 차
리세요. 

★★ GGMM 옥옥수수수수 반반 에에 나나도도 참참여여 할할래래요요..

�한국전분당협회를비롯한기업에는GM 옥수수수입철회를 !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안전성 검사 강화와, GM 표시제 강
화를 !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몇 명은 소용없어요. 백만 명
은 되어야죠~!

→ 서명하러 가기 wwwwww..sseeoouull..kkffeemm..oorr..kkrr

실용주의,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리 밥상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곡
물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경작 불황 등은 국제곡물가격상
승을 가져왔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우리 기업은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값싼 유전자조작(이하 GM) 옥수수를 들여와
곧 우리 밥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돈 벌어 부자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요. 슈퍼마켓에 가도, 시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어디를 가도 아우성입니다. 제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요. 
엄마가 우리 농산물로 정성껏 밥상을 차려도 GM 옥수수로

만든 물엿이 들어갈 수 있고, 어쩌다 사준 과자와 음료에도
GM 옥수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우리 아이
에게 GM 옥수수를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GM 옥수수로 만든 전분당은 쓰고도 표시마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잘 할 것’이
니 믿으라는 정부의 말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GM 옥수수는 우리가 몇 천 년을 안전하게 먹어 온 옥수수

가 아닙니다. 또한 GM 옥수수는 몇 천 년을 안전하게 살아온
우리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GM으로 이익을 보는 것
은 이를 만들어 파는 몇몇 다국적 기업일 뿐입니다. 
이 괴물같은 먹을거리를 우리 밥상에서 몰아내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회원님과 함께 말입니다. 

// 이이지지현현 ((서서울울환환경경연연합합 벌벌레레먹먹은은사사과과팀팀 처처장장))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불안한 밥상

우리먹을거리는내손으로지킵시다!

박박경경리리
환경운동연합 1, 2 공동 표 역임

�1926년 10월 28일(음력) ~ 2008년 5월 5일
�통 에서 출생
�학력 : 경남 진주여고 졸(1959), 명예문학박사(1997,이화여 ) 
�경력 : 서울신문 근무(1959), 연 석좌교수(1997), 문학∙환

경 계간지‘숨소리’창간(2003),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주요수상 : 현 문학 신인상(1957), 한국여류문학상(1965), 월

탄문학상(1972)
�주요작품 : 《김약국의 딸들》《시장과 전장》《파시》《토지》등

2006년 12월 기준 (단위 : 톤)
Non-GM
GM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현황(2001-2006)

콩 옥수수

2,500

2,000

1,500

1,000

500

0
콩 옥수수 콩 옥수수콩 옥수수

서울환경연합은 GM반 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
행중이다.

콩 옥수수 콩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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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단체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해 온 전∙현직 임원 활동가들을 초청해 홈커밍데이, ‘당신이 그립습니다’를 개최했다. 
16일(금)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환경연합의 초 표를 지냈던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장을병 전 성균관 총장, 최열 환경재단 표 등을 비

롯해, 안병옥 사무총장, 구희숙 서울의장, 장재연 정책위원장(아주 교수), 조홍섭 기자(한겨레신문) 등 환경운동 1세 , 2세 표주자를 포함 현재 활동중인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최근에 돌아가신 박경리 전 표님을 기리는 행사를 시작으로, ‘환경연합 사람들’ 상 상 , 회원모임 솔바람 공연, 참여자들의 이야기 마당, 에코생협

뷔페 식사 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김김희희경경 ((서서울울 환환경경연연합합 시시민민참참여여팀팀 팀팀장장)) 

환경연합홈커밍데이 - 당신이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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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침묵하지 않는다(I will not be silent).”미
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소재한 코드 핑크(Code
Pink)라는 단체 사람들의 좌우명이다. 이 단체는
단체 이름에 맞춰 사무실 집기와 티셔츠, 물컵,
포스터를 모두 분홍색으로 치장했다. 분홍색은
평화를 지키는 여성을 상징한다. 실제로 이 단체
의 주요 구성원은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있는 여
성들이다. 
얼마 전 이 단체는 사무실 건물 바깥벽에 15m

길이의 핑크빛 여성 속옷을 내걸었다. 속옷에 적
힌 에는 이 단체의 운동방향이 드러난다. “우
리를 이라크에서 떠나게 해달라.”
코드 핑크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여성 반전평

화단체다. 부시 통령과 그의 동료들에게는 눈
엣가시 같은 존재지만, 풍자와 유머를 무기로 하
기에 항상 언론의 주목을 끈다. 주 활동무 는
미 국무부 청사 앞이나 연방 의회 복도 등 이른
바‘나리님’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다. 이 단체
의 창고에는 핑크색 천이 쌓여있다. 모두 이 단
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보내온 것들이
다. 
이 단체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미국의 외

정책이다. 이들의 눈에는 복지예산은 쥐꼬리만
하게 편성하면서도 전쟁비용은 마구잡이로 쓰는
미국의 외정책은 정당하지도 인도적이지도 않
다. 또한 환경파괴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단체
가 내거는 또 하나의 구호가“전쟁은 녹색이 아
니다(War is not green)”인지도 모른다. 
www.codepinkalert.org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서부도시 포틀랜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일회용품 천국인 미국이지만 이 도시에서는 일회
용 식기를 쓰는 식당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많고 도시를 관통
하는 전차와 경전철도 늘 붐빈다. 
그런데 포틀랜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

려보라고 권하고 싶은 곳은 환경 관련 시설이 아
니다. 추천하고 싶은 곳은 쿠부 라디오(KBOO
Radio)라는 작은 FM 라디오 방송국. 
쿠부 라디오의 나이는 곧 40살이 된다. 개국

시기로만 보면 웬만한 형 상업방송국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연륜이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다문
화주의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표한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다. 전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형 상업방송국들은 소외된 사람
들의 이야기를 제 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쿠부 참여자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쿠부가 내보는 음악은 60년 싸이키델

릭에서부터 최근의 힙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성소수자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상근
스탭은 10명에 불과하다. 신 500명의 자원봉사
자들이 방송, 취재, 재원 마련을 위해 빠듯한 여
가 시간을 쪼갠다. 자원봉사자들은 방송국 운
의 결정권을 갖는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회
원 수는 6,300명이다.
www.kboo.fm

분홍색과풍자로만드는평화
코드핑크

뉴스의진실은우리가만든다
독립라디오‘쿠부’

카트리나폐허속에서싹틔우는환경
그린프로젝트

미국시민단체를둘러보다

미국 남단 미시시피강 하류 저지 에 위치한 뉴올리언스는 환
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긴 상처가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 
재난 발생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집

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집을 잃고 고가도로 밑
에서 천막생활을 하는 노숙자 수만도 만 명에 육박한다. 얼마 전
서해 기름유출사고를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뉴올리언스가 재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뉴올리언스의 복구
활동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시민단체와 구호단체들의 활동은
재난 피해 주민들이 받았던 충격과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는 일과
피해자들의 마을 복귀와 재정착을 돕는 일로 나뉜다. 
뉴올리언스에 머무는 동안 많은 단체들을 방문했지만 그린 프

로젝트라는 단체의 활동에 이목이 쏠렸다. 그린 프로젝트는‘재난
후 폐자재 재활용’을 수행하는 단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무너
진 가옥과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폐자재를 기부 받아 수리한 후
일반가격의 30% 수준으로 판매한다. 뉴올리언스에는 역사가 오래
된 집이 많아 건축자재의 역사적 가치가 큰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들의 활동에는 환경을 살리면서 지역의 역사도 보전하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 셈이다. 
이 단체의 활동은 단순히 폐자재 수리와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예술을 위한 재활용(Recycle for the Art)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흥미롭다. 쓰다 남은 페인트를 모아 체로 걸러 여러 개를 혼합한
후 청소년들의 미술교육에 활용한다. 판매만으로 부족한 활동 비
용은 재단에 기금을 신청하거나 지역 유력인사로부터 후원을 받
아 사용하고 있다. 매년 모금을 목적으로 폐자재를 활용한 가구
디자인 공모전을 여는데 최고액 3만달러에 달하는 고가품 5점은
경매에 부친다고 한다. 
www.thegreenproject.org

// 안안병병옥옥 ((환환경경연연합합 사사무무총총장장))

Code P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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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치명적질병초래, 간접흡연의안전치는없다
권호장 교수(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장, 단국 예방의학

과 교수)는‘근로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조사’라는 제목으
로, 간접흡연이 초래하는 건강상 위해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밝혔다. 미국 공중위생국(USPHS)의 보
고서에 의하면 간접흡연은 어린이의 경우 아돌연사증후군
(SIDS), 급성호흡기감염 등을 증가시키고, 어른의 경우 관상동
맥질환 및 폐암을 초래한다고 한다. 간접흡연 노출의 안전치
(risk-free level)는 없으며 실내에서 금연석을 분리하거나 환기를
시키는 것으로는 노출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실내금연법추진확산, 
상가매출에오히려긍정적효과
이기 교수(서울 보건 학원 교수)는‘해외 실내 흡연 규

제와 그에 따른 향’이라는 내용으로, 해외 국가에서 시행한
실내금연법의 추진 배경 설명을 통해 실내금연정책 확산이 세
계적 추세임을 시사했다. 
흡연으로 유명한 아이리쉬 바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2004년 3

월 최초로 국가단위의 실내금연을 실시하 고 현재는 노르웨
이, 국 등 유럽 공동체의 여러 국가로 실내금연법이 확산되
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27개 주에서 공공장소의 실내
금연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의 주에서는 시나 자치단체 단
위로 실내 금연을 실시하는 곳이 717개 시,군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실내금연이 술집이나 식당의 매출에 부정적인 향을 미
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는 명백한 오류이며 오히려 긍정적
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국내, 실효성있고구체적인규제 책필요
최진숙 총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흡연에 한

법적 규제 현황과 그 실효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법들을 소개하고 실제
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원인을 흡연제한 상의 한정성, 금
연구역 기준의 불명확성, 과태료 부과와 단속의 어려움, 타 규
제와의 상충 등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분류하여 시설 전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 범주가 제한적이
어서 빠지는 공공장소가 많을 뿐 아니라, 면적제한을 두어
규모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
험이 더 높은 좁은 공간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
다. 

서울시, 2008년부터실내공간중심의
금연활성화정책시행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과장의

발제가 있었는데‘서울시 간접흡연 제로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금연 정책을 추진해 온 도시로서 작년에는 주로 실외공간 중심
의 금연활성화 정책을 추진하 다. 2008년부터 실내 공간 중심
으로 상의 초점을 옮겨서 금연활성화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
이며, 담배연기 없는 음식점과 클린 택시(Clean Taxi)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한다. 

// 고고도도현현((환환경경연연합합 생생명명안안전전본본부부 간간사사))

초원의기적을위하여한알의씨앗을뿌리다
차깐노르사막화방지프로젝트동행취재후기

아아름름다다운운 녹녹색색 초초원원 복복원원을을 위위한한 정정부부∙∙기기업업∙∙NNGGOO의의 만만남남
환경연합과 현 차는 중국 지방정부,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5년간 차깐노르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말말라라버버린린 하하얀얀 호호수수,, 차차깐깐노노르르
차깐노르는 몽고어로 하얀 호수라는 뜻. 큰 바
다같던호수는8년사이완전히고갈되었다.

사람, 사람들
내몽고 현지는 우리들 시골집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산 신에 초원이라는 정도. 손
님을 맞이하기 위해 음식을 퍼주고, 술을 권하며, 어울려서 사진을 찍었다. 화는 통하
지 않았지만 마음으로하나가 되기에 충분했다. 

서비스업노동자의직장내간접흡연피해심각
근로자의건강권을확보하기위해보다효과적인국내제도개선시급

지난 5월 8일 환경연합과 기자단을 포함한 15명은 올해부터 시작되
는‘차깐노르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취재하기 위해 중국 내몽고 차
깐노르로 향했다. 우리 중 부분은 첫방문이었다. 얼어붙는 추위와
함께 시작된 초원과의 만남. 3박 4일 일정의 시작부터 그 곳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곳이었다. 그곳에서 우리 일행은 아빠까치 정부 관리와
중국 기자단과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거 한 초원과 만났다. 
5월 9일은 여의도 15배 면적에 달하는 차깐노르를 복원하기 위한 첫

파종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흐린 날씨 속에서 눈이
내렸다. 우리는 매서운 초원의 눈 속에서 아쉽게 첫 파종을 다음 날로
미루어야 했다. 하지만 이떨꽁(현지 주민)은 우리를‘rainmaker’라고
칭하며, ‘길조’라고 기뻐하 다. 우리의 시도가 그들의 말처럼‘길조’
가 되어 푸른 초원 복원의 시발점이 되길 희망 한다. 

// 해해정정 ((미미디디어어홍홍보보위위원원회회 홍홍보보팀팀))

함박미소가 인상적
인 내몽고의 할머니

동행취재단, 정부직원, 현지민, 환경연합. 누가 누
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넓은 초원, 고량주 3잔이면 친구가 된다. 

아빠까치 정부와 동행취재단의 기자회견

서울시내 PC방, 술집(까페), 노래방, 식당,

사무실 근무 비흡연자를 상으로 소변 속

코티닌(니코틴의 사체로서 흡연 노출량을

알 수 있는 지표) 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약

3분의 1이 5ng/ml를 넘어 양성을 나타냈고

일부에서는 1000ng/ml가 넘는 엄청난 양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하루에 담배를 1~2갑 정

도 피우는 흡연자의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어

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 마련이 시

급함을 시사했다.

식당/술집에 가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 종업원은 간접흡연

으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

74.1%

25.9%

식당및술집종업원간접흡연에 한생각

지난 4월 30일, 서울시 의회 별관
회의실에서‘근로자의 직장 내 간접
흡연 피해와 책’을 주제로 토론회
가 개최되었다. 

지키고 싶은, 지켜야 하는 초원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초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직선의 길, 숨이 막히는 광활
함, 곧 삼킬 것 같은 웅장함. 또 다른 세상은 그 자체로 아름답게 살아서 숨 쉬고
있었다. 

사진제공 : 월간 함께사는 길, 시민사회신문



2008년 6월 제181호 7지금환경연합은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6개월에즈음하여
- 책임사회그리고환경연합의역할-

서울환경연합 활동소식 브리핑

초록정책국
□ 정책팀은 5월 8일(목),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한반도운하, 한강르네상스의
탈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강르네
상스라는이름으로시작된한반도운하
계획을 비판하 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는 한반도 운하 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개발위주의 한강르네상스 재
검토를촉구하 습니다. 

□ 하천생태팀은 5월 14일(수) 시민, 전
문가와 함께 꼬리치레도롱뇽 생태조사
를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서울지역에서
꼬리치레도롱뇽 집단서식지를 발견하

고이지역을절 생태보전지역으로지
정할것을촉구하는논평을발표했습니
다. 6월 초 북한산 송추계곡에서 개구
리, 도롱뇽 등 다양한 양서류를 볼 수
있는 시민참여답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국
□ 청소년 회원모임 푸른소리는 24일
(토), 25일(일) 상암월드컵경이장에서
서울환경 화제 그린페스티벌에 참여
하여쓰레기를주제로캠페인을진행하
습니다.

□ 지난 5월 7일(수), 14일(수) 달팽이

생태교실에 참여한 10여명의 초등학생
들과부암동백사실에서수서곤충을관
찰하 습니다.

□제 3차‘환경아반갑다’(어린이환경
도서 전시회 및 생태문화체험행사)를
서울시립어린이 도서관(6/3 ~ 6/14),
동작도서관(6/16 ~ 6/21), 노원정보도
서관(6/23 ~ 6/28)에서진행합니다.  

벌레먹은사과팀
□ GM 옥수수 수입 반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이
GM 옥수수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는 내용으로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공

동성명을발표했습니다. 

□ 5월 1일/7일 울산항과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GM 옥수수 항의집회 공동으
로 개최. 주요 식품기업을 상으로
GM free 선언을 촉구 활동 진행. 5월 15
일 1차결과발표. 동양푸드(주), (주)롯
데햄, 마르코(주), 매일유업(주), 주식회
사 면사랑, 웅진식품(주), 광동제약(주)
등 GM 옥수수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2차 Free 선언 받고 있음.
유아 및 국민다소비 식품 중 GM 옥

수수 사용 기업에 한 불매운동 계획.
GM 표시제강화요구집회예정.

삼성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의 충돌
로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지 여섯
달째이다. 아직도 기름냄새가 가시지 않은 곳이
많고 생태계가 사고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는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도 없
다. 주민들은 생계를 이어가기도 막막하고 재기
하기에는 멀기만 한 절망의 늪에 놓여있다. 정부
와 지자체는 방제를 종료하고 어민들의 조업을
재개했으며 해수욕장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사고발생 직후 환경연합은 10

년 전 여수 시프린스호 사고의 경험을 살려 긴급
히 상황실을 두고 비상 응체계를 가동했다. 시
민방재에 앞장서 왔고(현재까지 환경연합 참여
방재단은 1만 7천여명) 삼성중공업의 책임규명활
동에 강도를 높여왔으며 이중선체 도입 등 제도
개선 촉구는 물론 서해안살리기와 시민생태조사,
사회 향조사, 주민건강 향조사 등을 진행해 왔
다. 앞으로 환경연합은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
체 복원을 위해 올해 2008년도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

선 10년을 기한으로 생태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로 구성된 시민생
태조사단을 주축으로 수질변화, 토양, 생물(저서
생물, 어류, 굴 등), 주민생활변화 등 매월 1회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전국 해안 및 도서지역도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삼아 정
부의 해양기름오염정책과 생태복원 정책에 변화
를 줄 것이다. 기름 기록관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연합의 정신이자 장점이기도한 현장중심의
활동을 위해 환경연합 내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 특별 책위원회>를 두고 서산태안환경연합
에 사무국을 운 하게 된다. 삼성중공업과 삼성
에 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검찰의 재수사를 통
한 삼성중공업에의 중과실 책임 규명을 위해 10
만 범국민 고발인모집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역 리더쉽을 회복시
키고, 상담과 민주시민교육, 서해안살리기와 주
민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최
소 3년 동안은 사회 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름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인 단일선체

를 추방하고 이중선체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지
역별 협약체결과 정부차원의 이중선체 의무화
조기도입을 강제해 낼 것이다. 국제적으로 삼성
중공업을 규탄하고 여론을 확 하기 위해 포스
터와 국제 뉴스레터를 배포하고 사고 1주년이 되
는 2008년 12월 7일에는 국제심포지움도 열 예정
이다. 

// 박박창창재재 ((환환경경연연합합 국국토토생생태태본본부부 국국장장))

‘한강르네상스’

진정한르네상스일까?

르네상스(Renaissance)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부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도시 건설을 목표로 주창해왔고 정책의 큰 줄기로서

‘한강르네상스’계획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민들은 80년
한강종합개발로 파괴된 한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

민의 접근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고, 바
람길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
러나 과연‘한강르네상스’는 한강의 진정한 부활을 꿈
꾸는가. 이것은 다시금 곱씹어볼 일이다.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했던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시간이 흐르고 실체가 드러날수록 실망과 의구심만 키
우고 있다.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겠
다는 주장은 한강변 고 도 도시개발 계획이 되고 말았
다. 한강르네상스 계획 중 8개 지역의 워터프런트 지역
은 부동산 시장의 무척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홍보할
때는 자연형 호안계획을 내세우지만 정작 한강르네상스
의 노른자는 부동산정책이 아닌가. 
또한 한강르네상스 계획이‘한반도 운하' 계획의 일

부인‘서해 연결 한강 주운 기본계획’이라는 간판을 달
고 추진되면서 한강의 부활계획은 퇴색하고 말았다. 한
강에 형 선박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천을 준설하고
갑문을 설치하겠다는‘서해 연결 한강 주운’계획은 한
강의 생태계 복원과는 전면 치되는 정책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3월‘서해연결 한강 주운
기본설계'를 발주하 다. 하천 바닥을 파헤치고, 하천의
흐름을 갑문으로 왜곡하는 것은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
일 수밖에 없다. 또 형 선박이 고속으로 운행하면서
강력한 파랑이 발생하므로, 자연형 호안이 급격히 침식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강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주요 생활터전이자 개발의
상이었다. 따라서 일정부분의 시민의 접근과 이용이

불가피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진
정한 공존을 위해서는‘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궁극
적인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잘재잘 소리를
내며 물이 흐르는 여울과 모래톱에 앉아 쉬어가던 저어
새를 다시 볼 수 있는‘한강르네상스’를 그려본다. 

// 신신재재은은((서서울울환환경경연연합합 초초록록정정책책국국 간간사사))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서울환경연합, 환경연합, 경기환경연
합은 5월 8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강르네
상스가 한반도 운하의 포석놓기로 전락했음을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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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상식 이야기 �

햄버거는자자연연을을먹먹는는괴괴물물

여러분은 햄버거 1개를 만들기 위해 소모되는 소와 그 소의 사육
을 위해 벌채되는 산림의 면적을 아시나요? 
자그마치 5㎡ 나 된답니다. 햄버거 하나에 5㎡나 소모된다니 단

하죠?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1개가 이틀에 산 1개를 뚝딱!

해치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광우
병 소고기 수입문제로 나라가 시끌시
끌해요. 몸에도 안 좋고 자연에도
해를 끼치는 햄버거! 이제는 햄
버거 만들기를 중단해야하지
않을까요?

// 고고은은아아(( 진진초초 55)) 

인
준이 의

민물고기백과

※ 곤충(수서곤충포함)은 약 5년, 민물고기는 1년 정도 키우고 있는 인준이는 앞으로 토속어류의 멸종을 막기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인준이가 풀어가는 민물고기 이야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
면 질문해주세요. j9077kr12@naver.com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한국학자가 발표한
신종 1호이다. 모래에 사는 표종이며 호랑
이 비슷한 무늬가 있어 예쁘다. 미꾸라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늬가 있고, 물살이 빠
른 강에 사는 등 많은 차이가 있다. 눈이 작
고, 모래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많다. 산란

을 할 때는 수컷이 암컷을 졸라서 산란을 한다. 자갈이나 모래 속에서 부패
한 사료나 찌꺼기를 사이사이 잘 찾아 먹고 다녀서 물을 깨끗하게 해 청소
부라 할 수 있다.

보통 작은 물고기는 송사리라고 부르는 사
람들이 많다. 하지만 직접 보여주면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다. 입은 작고 위로 향해 있으며
눈이 크다. 이런 외부형태가 물위에 떠다니는
먹이를 먹기에 좋다. 물의 흐름이 없거나 완
만한 곳에서 살며, 조상이 바닷물고기 기 때

문에 해수에서도 버틴다. 송사리는 모기유충(장구벌레)의 천적이라 보호할
수록 우리가 이익이 되는 물고기이다.      

∙∙그그림림// 정정인인준준((분분당당 불불곡곡중중 11))

참종개- 자갈속의청소부 송사리- 모기의천적

비닐봉지에포위된
지구를사수하라

초록열쇠를 찾아서

우리 주변에서는 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잽싸게 비닐봉지
에 담으시는 모습(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두부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를 두
겹으로 담으시는데 가끔씩“비닐봉지 한 겹으로 주세요.̂ ^”라고 엄마가 말 하시면 막
무가내로“그깟 비닐봉지 한 장에 몇 푼이나 든다고… 이렇게 해야 안심이지.”라며 두
겹으로 싸 주시곤 하신다.
그럼 비닐봉지를 적게 쓰기 위해 엄마가 애써 가져온 장바구니는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날마다 시장을 볼 때 찬장에 비닐봉지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
는 비닐봉지를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 걸까?
비닐봉지는 1957년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비닐봉지는 처음에는 가게에서 빵이나 과일,

야채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 다. 그러다 집과 거리에 비닐 쓰레기봉투가 등장했고 나
중에는 비닐봉지를 값싸게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가게마다 종이봉지 신 비닐봉지
를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가 버린 비닐봉지는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모이는데, 이 때 비닐봉지에는‘다이옥

신’이라는 맹독성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우리들이 일 년에 생산하는 비닐봉지를 따져보
자면 생산량이 5조나 되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환경호르몬이 나와 우리에게 다시 피
해를 준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간 비닐봉지는 거북이 등 바다생물이 오징어
나 해파리로 착각하여 먹었다가 포만감을 느껴 먹이를 먹지 않아 양 실조로 죽는 경
우도 많아졌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마구 낭비하게 된다면 미래 후손들은 비닐봉지 광산만 발견하게

될 것이고, 물속에 가라앉은 썩은 비닐봉지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부터라도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고, 비닐봉지를 재활용을 하여 비닐봉지에 포위된 지
구가 아닌 비닐봉지에게 해방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야겠다.

// 권권나나인인((송송림림초초 55))

안녕하세요? 저는 푸름이 기자단 조동민 입니다. 혹시
식물과 동물에 해 잘 아시나요? 매주 수요일 식물과
동물에 해 공부하는 달팽이 생태교실 친구들을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5월 14일, 청운초등학교 3학년 유 학 친
구와 매동초등학교 3학년 김산우 친구를 만났습니다.

왜왜 환환경경연연합합에에 가가입입을을 했했나나요요??
김산우 : 여러 가지 동∙식물에 하여 알고 싶어서 가

입했어요.
유 학 : 식물에 해 잘 알고 친해지려고요.
환환경경에에 하하여여 어어떻떻게게 생생각각해해요요??
김산우 : 환경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유 학 : 환경은 소중하고 함부로 하면 재앙이 와요.

혹혹시시 환환경경연연합합의의 푸푸름름이이 기기자자단단을을 할할 생생각각이이 있있나나요요??
김산우 : 쎄요.......
유 학 : 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하여 저도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이처럼 아이들도 환경에 하여 소중하지만 함부로 사
용하면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
고 동물과 식물에 해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번 주말은 공부나 숙제를 미리 하고 일요일에 가족

들과 다 같이 가까운 산이나 강으로 가서 몸과 마음을
닦고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조조동동민민((버버들들초초 66))

** 김산우, 유 학 어린이는 지난 2007년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한 달팽이 생태교실(체험환경학습 프로그램)에 참
여한 것을 계기로 환경연합 어린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도 달팽이 생태교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변 환경에 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 김산우 ▲ 유 학

환경을사랑하는아이들의이야기



4월 20일(일),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한국공정무역
연합, 서울동물사랑실천협의회 등 많은 곳에서 함께 참여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진
행된 행사는 지구사랑 페이스페인팅, 동물사랑을 실천합시다, 물 에너지 재활용,
자원순환 음식 물자원화 시스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구사랑 페이스페인팅
은 지구에 해 몸에 그림을 그렸는데‘동물사랑을 실천합시다’라며 동물에 해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캠페인을 열었다. 지구의 날을 맞아 많은 곳에서 캠페인이 열
렸는데, 이 날은 지구촌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전 세계 시민들의 기
념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가 계기가 되어 1970년 4월 22일부

터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0여 개국 약 50,000여개의 단체가 지구의 날 행

사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각국의 환경, 사회 상황에 맞게 자
유롭게 지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여, 세계 각국에서 약 5억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
는 최 규모의 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환경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지
구의 날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매년 민간 단체들이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
2008년에는“지구는 푸르고, 강은 흘러야한다.”를 주제로‘생명의 강 살리기’, ‘에
너지와 기후보호’, ‘서해안(태안)살리기’등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행사를 지켜
보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인 서해안 살리기에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강강승승리리((부부흥흥초초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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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실천 카드로환경사랑함께해요

만만화화// 박박혜혜정정

지구의날

학년이 올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반에서는‘환경 보
호 실천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실천해 보기로 하 다.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

지 내용들이 있었다. 잘 실천하 으면 ◎, 보통이면○, 잘
실천하지 않았으면△로 표시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환경을 무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휴

지도 함부로 못쓰게 하고, 급식 먹을 때, 밥 한 톨 남기지
말라고 하실 만큼 환경을 사랑하신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
에 환경보호 카드를 만드신 것 같았다. 5월 달인 지금까지
도 난 이 모든 일을 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온
가족이 다 함께 쓰는 것이라 그리 쉽지는 않았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 뽑아두기, 비닐봉

지만 따로 모아 배출하기는 잘 실천되지 않았다. 환경 실천
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부끄럽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실
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
푸름이 기자로써 부끄럽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 이이은은주주((동동광광초초 66))

여름이 다가와요~~~
보현이가 바라본 세상

∙∙그그림림// 서서보보현현((CCaannaaddiiaann IInntteerrnnaattiioonnaall SScchhooooll 11))

날씨가 벌써 더워져요. 
집의 에어컨을 너무 낮춰

시원하게 하면 감기에 걸려요.
적당히 온도를 조절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낭비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네요.
이번 여름에는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을 꼭 실천해요.

취재기사

1. 휴지나종이를아껴썼다.

2. 물자를아껴서쓰레기의양을줄 다.

3. 아무데서나침을뱉지않았다.

4. 음향기기를사용할때소리를줄여서들었다.

5. 자원절약을실천하기위해노력했다.

(물, 전기, 수도, 가스등)

6. 일회용접시나일회용컵사용을줄 다.

7. 가전제품을사용하지않을때플러그를뽑아놓았다.

8. 쓰레기를모을때비닐종류는따로모아배출했다.

9. 음식물쓰레기는물기를제거하여버렸다.

10. 음식물찌꺼기나식용유등을하수구에버리지않았다.

11. 빨래할때합성세제는적정량을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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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리는 해외의 청소년 환경단체 친구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배워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국제교류활동을 시작했다. 푸
른소리와 국제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위치한 Earth Team이다(www.earthteam.net).
Earth Team은 해안가(태평양)의 학생, 선생님들과 청소년 리더, 그

리고 정부기관으로 이루어진 협동공동체이다. 홈페이지의 팀 소개에
따르면, 처음에 캘리포니아의 많은 고등학교의
환경클럽들과 그 교사들은 비슷한 관심분야의
사람들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환경에 한
일반 학생들의 태도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
었다고 한다. Earth Team의 목표는 이를 바꾸
는 것이었고 그 첫 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Earth Team의 앞으로의 미션은 환경의
주역이 될 새로운 세 를 만드는 것이다. 또
교육기관, 환경기관과 정부 사이에 강력한 파
트너십을 형성함으로서 양질의 프로젝트를 이

행할 것이라고 한다.
Earth Team의 미디어담당자인 레나(Lana)씨는 그녀와 주고받은 이

메일을 통해 우리 푸른소리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며
칠 후, 리포터 활동을 하는 한 학생 나타샤(Natasha)를 통해 메일로
푸른소리에 해 간단히 인터뷰를 했고, 정리한 리포터를 Earth Team
의 미디어 홈페이지에 올려주기도 하 다.
교류활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활동 후의 사진이나 동 상 등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다. 푸른소리는 작년 에너지 날을 맞아 주최했
던 826에너지캠페인 사진과 설명을 보내주었고, Earth Team은 현재
활동하는 친구들의 사진과 그들이 직접 제작한 환경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었다.(http://www.thegreenscreentv.net/sustainability.html)
아직 시작에 불과하여 미흡한 점도 많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푸른소리는 열성과 성의를 다해 국제교류 프로젝트에
임하고 이를 통해 더욱더 Earth Team과 푸른소리 간의 화합과 발전
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1155기기 이이경경빈빈 bbiinnii22442211@@nnaavveerr..ccoomm 

또하나의부인

You will need: 죽부인
method: 사용하는 사람의 키만큼 길고 누워서 안고 자기에 알맞은 정도의 원

통형이다. 속이 비어 있어 공기가 잘 통하고, 나무의 표면에서 느끼
는 차가운 감촉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인데, 여름에 홑이불 속에 넣고
자면 더위를 한결 덜 수 있다. 

cost: 1만원전기
초절약형선풍기

You will need: 부채
method: 손에 쥐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덜거나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물건이다. 근래에는 선풍기∙에어컨디셔너에 려 부채의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진정한 여유와 멋을 찾는 사람들의 장식품 혹
필수 아이템!

cost: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자연풍을맛보자

You will need: 없음
method: 일단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창문, 베란다, 방문 등 다 열어놓는다.

낮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열어도 별 효과가 없는 듯하지만, 닫아 놓
는 것 보다는 낫다. 꼭꼭 닫아놓고, 그 안에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면,
실내온도는 더 높아진다. 이왕 열어놓는 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환
기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 

초간단시원한아이스크림

You will need: 바나나
method: 선풍기를 틀어놓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아이스크림이

엄청나게 빨리 녹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나나 얼린 것은 잘 녹지 않고
흐르지도 않는다. 또한 원래 바나나는 너무 달지 않아서 좋고 시원해
서 좋다!

주택이라면...

You will need: 나무 돗자리, 모기향 또는 모기약
method: 주택이라면 밤에 옥상에 올라가 자리를 깔아두고 누워 있기. 나무

돗자리를 깔아두고 잠을 취한다면 시너지 효과 상승!
// 1177기기 김김준준형형 jjuunnkkiimm22000066@@nnaavveerr..ccoomm

여름을시원하게나는법
GMO는 아직까지 먹을거리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생태계

에서도 다른 작물의 유전자를 오염시키거나 벌, 나비 등 곤충의 유전자
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GMO가 개발 이유처럼 작
물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약, 제초제 등을 적게 사용한다는 것도 증명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GMO를 없애는 길은 바로 회원님의 밥상
에서 GMO로 먹을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자사의 이윤을 위해
생명을 조작하는 회사들은 팔리지 않는 GMO는 만들지 않을 것이니까요. 
자, 그럼 GMO 없는 밥상 차리기, 시작해 볼까요. 

- 가공식품을신중하게선택하세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은 GMO로 재배되어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
되는 원료입니다. 이 재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에서 수입된 제품은 피하세요. 유전자조작 작물
을 많이 재배하는 표적인 국가들입니다. 

- GMO 혼입구분표를참고해Non-GMO로만들어진제품을선택하세요.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www.seoul.kfem.or.kr)에 들어오시면 콩과 옥수
수를 원료로 만들어진 가공 식품이 GMO인지 Non-GMO인지 구분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되도록 Non-GMO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 GM 옥수수Free 선언을한기업의제품을선택하세요. 

현재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GM옥수수수입반 국민연 는 주요 식품
기업에 이번에 수입되는 GM 옥수수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GM 옥수수 Free”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 등을 확
인하시어 GM 옥수수 Free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부탁
드립니다. 

- 가까운생활협동조합이나유기농직거래상품을이용합시다. 

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안
전하게 생산, 소비하는 단체입니다. 생협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원료의 정
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어 농업을 살
릴 수 있습니다. 

// 이이지지현현((서서울울환환경경연연합합 벌벌레레먹먹은은사사과과팀팀 처처장장))

※ 생활 속에서 지구와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님의
생활에서 한 달에 하나씩 생활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 보아요. 

한번 해 볼까요? 제 4편

GMO 없는밥상차리기

푸른소리,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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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수’라는 별칭을 가진 김지명 회원은 캐릭터 일러스트와 만화를 그리는 분입니다. 비 클
럽과 동물자유연 , 모모수 홈페이지에 동물, 환경관련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 회원
모임‘하호’에서도 활동중입니다.

세 화는~~~~~ 정말 똑같다... 제가 그린 거에요 모처럼 다정한 포즈누구의 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
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한 과 포장 방지
가 15년째 형식적인 단속과 과 포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업주와 업체의 비
협력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규
칙에 따르면 화장품세트 등 종합제품의 경우 공간
비율을 25%로 제한하는 등 품목마다 10~35%로
제한하고 있으며 포장횟수도 최 두 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공간비율이란 상품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빈 곳이 전체 포장재의 내부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만약 과 포장
규칙을 위반하면 제작 업체와 업주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
나 이마저도 관련 업체의 협력의 부족으로 제 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책이 필요하다.
최근 과 포장으로 인해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성 비닐과

같은 폐기물로 인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두, 자원의 낭비, 위
해포장의 등장에 의한 소비자의 안전 위협, 소비자의 부당한 유인, 그리고 포장
가격의 상품가격 전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초래가 그 예이다. 
이에 한 안으로 포장 상품을 재활용하여 일상생활 물품을 보관, 저장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상자로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꾸미는 데 소질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는 방법
이고 제작 회사에서 과 포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되
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보다 더 효과적으로 과 포장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과 포장된 상품에 한 인식
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1166기기 최최유유정정 cchhooiiyyoooo9922@@hhaannmmaaiill..nneett

모모수의 그림이야기

알쏭달쏭가족, 강아지가족 아웅다웅가족, 희망가족, 새싹가족, 싹쓸이
가족, 열심가족. 
한 자리에 모인 일곱 가족의 봉사단원 이름이 재미있다. 학여울역 1

번 출구 앞에서 10시에 양재천 학여울 습지로 향했다. 5분정도 걸으니
학여울 습지가 보 다. 온통 키 높은 붓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호수 안에서는 연꽃이 조심스레 피어 있었다. 모두들 차준길 생태해설
가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코를 막고 숨을 참아본다. 3분 참은 사
람은 단 1명이었다. 나는 일찍부터 포기했다. 선생님은 우리는 산소 없
이는 단 몇 분도 못 버틴다면서 식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먹이사슬의
관계와 공생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꽃과 풀들의 설명. 몇 번을 들
어도 기억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다. 나는 언제쯤에나 저렇게
꽃 이름, 풀 이름을 잘 기억할까? 한 어머니가 강사 코앞으로 꽃 한송

이를 내 면서 또 한번 물었다. “이 꽃 이름이 뭐 지요? 분명 20분전
에 들었던 건데”냉이꽃이었다. 그동안 냉이를 꽃 피기 전 밑동만 보아
왔던 터라 생소했다.
식물 이야기가 끝나고 유해식물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모두들 눈이

반짝거린다. 뽑아야지...
환삼덩굴이 주변에 제법 있었다. 어린이들도 신이 났다. 제가 먼저

뽑겠다고 앞을 다툰다. 20여분의 제거 작업이었지만 생각보다는 구석구
석 많이 숨어있어서인지 금세 제거된 환삼덩굴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
른, 아이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더니 줄기를 찾아가서
뿌리를 찾는 솜씨가 능숙해졌다.
우리는 이제 환삼덩굴은 잊지 못할 것이다. 제거작업을 마치고 간식

을 먹으며 꽃을 찾아 각자 자리를 잡았다. 이어지는 엄경진 선생님의
세 화 그리기 설명이 있었다. 애기똥풀이 많아서인지 부분 그것들을
그리기로 하 다. 5분간 관찰한 후 처음 그려보는 거지만 처음이 아닌
것처럼 모두들 잘 그린다. 어린이들은 노란 애기똥풀 수액이 신기한지
손톱에도 발라본다. 엄마 아빠도 모처럼 다정하게 앉아서 꽃, 줄기, 잎
들에 집중한다.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행복이
라는 단어가 금방 튀어 나온다. 모두들 그런 맘이 아니었을까. 학여울
습지 주변은 고가도로만 아니었으면 꽃이 잘 가꾸어진 수목원쯤에나
있을 법한 버드나무가 무성히 잎을 내어놓고 있었고, 천변 둑은 많은
풀들로 온통 녹색의 물결이었다. 양재천에는 2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서식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수질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식물이 더 다양해져 자연스런 식물군종을 이루고 사람과 잘 어
우러지는 하천이 되기를 바래본다. 짧은 봉사 지만 봉사단원들은 일주
일동안 쌓 던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이 알게 된 우리 주변의 생태 모습
을 엄마, 아빠, 자녀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했으리라 생각한다. 봉사에
참여해주신 가족봉사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 수질검사로 다
시 만나요 !!!

// 남남정정숙숙 ((강강남남서서초초환환경경연연합합 간간사사))

열정적인 선생님양재천 습지를 향하여 출발!!

민들레 작은 꽃이 크게 보이네요. 숨을 참아 보세요~~~~으으으

이것도 환삼덩굴이지?

이거보세요..

강남구가족봉사단과함께하는하루

과 포장, 그 실체는?

2/3는 포장용 종이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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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신입회원 한마당

환경연합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분들께, 단체의 현황과 활동 참여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경연합 마당에 있는 수백년된 회화나무 아래서 우리의 환경, 환경운동의 미래,
회원들의 역할 등을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상상 :: 2008년 상반기 중 가입한 회원
■■일일시시 :: 6월 19일(목) 저녁 7시(식사는 6시 30분부터 제공)
■■장장소소 :: 환경연합 마당
■■내내용용 :: 단체 표 감사말 , 조직 및 활동 소개, 회원님들 자유발언 등
■■참참가가비비 :: 5,000원
■■문문의의 :: 회원팀 한보람 간사(735-7000, geoeco218@kfem.or.kr)

2008 환경연합 전국 회원 회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회원님들이 함께 모입니다. 올 해
는 경부운하 계획으로 위기에 처한 낙동강을 걱정하고 느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
다. 금빛모래 반짝이는 백사장에서, 별빛 쏟아지는 낙동강 가에서 운하반 와 강 사랑을
다짐해 봅시다.

■■ 상상 :: 환경연합 회원 전체(약 2,000명 감가 예상)
■■일일시시 :: 7월 12일(토) ~ 13일(일)
■■장장소소 :: 낙동강 변(경북 고령군 일 )
■■내내용용 :: 낙동강 생태체험, 운하 반 퍼포먼스, 전국회원 장기자랑 등
■■참참가가비비 :: 20,000원
■■문문의의 :: 시민참여팀 조진희 간사(735-7000, jhjh@kfem.or.kr)

■■ 6월 3일(화) ~ 6월 14일(토)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 6월 16일(월) ~ 6월 21일(토) 동작도서관
■■ 6월 23일(월) ~ 6월 28일(토) 노원정보도서관

환경아 반갑다

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환경교육센터

테마가 있는 생태교육관 체험환경교육

‘열두구비환경여행 _ 햇빛과바람이만드는에너지’

피부에 닿은 햇빛이 무척 뜨겁게 다가옵니다. 봄을 느끼기도 전에 여름의 정령이 초 장
을 보내옵니다. 5, 6월은‘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테마로 환경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가족
과 친구들과 함께 신청 하세요!

■■장장소소 :: 환경센터 내 생태교육관 및 마당
■■ 상상 :: 단체(15명~40명) - 월~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개인이나 가족 -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참참가가비비 :: 회원 및 단체 5,500원 / 일반 6,500원(※강사비, 재료비 포함)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9-242926-01-201, 예금주 - 환경교육센터]
■■주주요요프프로로그그램램 :: ① 주제교육 : 자연이 보내는 에너지 이야기

② 생태교육관 체험교육
1) 숲이야기 - 숲의 천이, 나무 이야기, 먹이사슬 이야기
2) 매체활용교육 - 환경애니메이션, 다양한 교구체험
3) 에너지체험 - 재생가능에너지 체험교육 등
4) 생태미술 - 천연염색 및 자연물 만들기 등 선택활동

■■신신청청 및및 문문의의 :: (사)환경교육센터 홍미정 부장(hongmj@kfem.or.kr)
735-7000/ 8677, 홈페이지 www.edutopia.or.kr

※ 단체 신청시 미리 전화예약을 통해 일정조정 가능합니다.
※ 개별신청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자가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으며 개인 신

청자는 매월 4째주 토요일만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연합 110-806 서울시종로구누하동251  T 735-7000  F 730-1240  E-mail seoul@kfem.or.kr

강남서초환경연합 135-854 서울시강남구도곡동416 정석빌딩4층 T 574-7047  F 574-7048  E-mail seoulkn@kfem.or.kr

강서양천환경연합 157-840 서울시강서구등촌1동 649-10 NGO센터 3층 T 3662-1290  F 3662-1291  E-mail seoulk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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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초록열쇠가되셨습니다 2008년 4월 16일~5월 15일

수 입 지 출
회비 58,979,500 생계비 53,236,130
후원금 6,537,562 일용급여 1,068,200
지원사업수입 2,758,190 퇴직급여 -
일반사업수입 11,904,960 시민참여활동 28,749,050
기타사업수익 12,756,570 전국사업 2,273,323
잡이익 109,200 모금기획사업 400,000  
이자수익 - 국토생태활동 566,820
전월이월 58,243,735 정책사업 3,058,770 

습지해양 927,516
기업사회책임 236,300

외협력사업 260,000
에너지기후변화 1,482,500 
인터넷사업 7,285,600
홍보 상물 63,000 
생태도시센터 - 
물하천센터 16,000
한반도운하 5,969,553
연 후원금 50,000 
운 비 4,470,989
지원금 1,100,000
복리후생비 4,287,655
통신비 1,655,710
세금과공과 2,000,000
수도광열비 - 
차량유지비 100,000
잡손실 120 
이자비용 -
당월운 손익 -26,211,254
전월누적운 손익 58,243,735

합 계 151,289,717 합 계 151,289,717

수 입 지 출
환경연합회비 2,566,910 운 비 245,630

함길, 잎새비용 843,900
연 85,500
kdm 248,840
급여 2,450,000
임 료-2달 1,450,000
에너지사업비 254,960

3월이월잔액 3,067,858 이월금 55,938
계 5,634,768 소계 5,634,768 

단위 : 원단위 : 원

소중한회비이렇게사용했습니다

수 입 지 출

전월이월 47,484,420 생계비 16,410,037

회 비 - 활동가지원금 170,000

후원금 50,000 특명!꼬리치레도롱뇽을찾아라 2,600,100

기타수익 55,538 서울CO2제로하우스 1,159,820

차입금 3,000,000 자전거로CO2다이어트 150,200

여금회수 632,580 어린이도서전 26,000

예수금(생계비관련) 117,100 실천단 1,255,000

가지급금회수 400,000 여성위원회 1,211,630

전산관리비 760,850 

회의참가비 92,000 

회의비 166,030  

소모품비 420,000

도서인쇄비 288,000

기타운 비 1,268,480

기타사업비 290,950

여금(강남) 414,570 

4월지출계 27,565,167

4월수입계 4,255,218 차월이월 24,174,471

합 계 51,739,638 합 계 51,739,638

서울환경연합2008년4월재정보고 단위 : 원

환경운동연합2008년4월재정보고 강남서초환경연합2008년4월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전월이월금 12,315,183 사업비 1,388,100

CMS 4,161,080 도서비(함께사는길) 266,400
(잎새통문)

지로 331,400 발송비(KDM) 및 159,810
우편발송

통장,직접납부 30,000 행사비 105,300
지원사업수입 4,641,000 소계 1,919,610

후원금 100,000 전기료및통신비 254,820
기타 15,000 사무비 202,920

복리후생비 255,200
난방비및잡비 56,200
인건비 2,290,000

소계 3,059,140
월수입 9,278,480 총지출 4,978,750
합계 21,593,663 이월잔액 16,614,913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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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환경연합2008년4월재정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