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활동 및 결산보고



001. 시민들과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정책제안활동

002. 금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철거

003.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대응 활동

004. 도시 숲과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대안 활동

활동목표



핵심사업

::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조직 및 에너지전환 대안 활동 진행

:: 보 철거 요구와 재자연화 현장조사 진행

:: 대기오염총량제 대응 및마을형 미세먼지 대안활동 진행

:: 지역 녹색전환의 씨앗, 신규 회원 모집

:: 맹꽁이와담비 서식지 보전 위한 현장조사 및 캠페인 진행



•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후행동들이조

직되었고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탈탄소 의제가 활발히 논

의되고 정부의 구체적 정책의지로 표현된 한 해 였음. 

• 우리단체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간사단체를맡아 지

역 기후의제를 놓치지 않고 정책대응에 나선 점은 의미가

컸음. 전국 연대활동과 함께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

례 재개정, 그린뉴딜 재수립 촉구와 기후위기 비상선언 요

구 등 다양한 정책대응을활발히 진행함.

•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창립과 넷제로도서관 오

픈은 녹색연합이 집중해온 에너지전환활동 2년간의 성과

이며 지역 기후위기 대안사례를 더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으로 평가함.

• 경비실 태양광 설치는 대덕구 12곳 등 2019년 보다 확장

하여 진행함.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높았으며 미니태양광

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음.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정책 활동



•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을 ‘금강 재자연화’로 확정시

키기 위한 활동을 끈질기게 추진해옴. 지역물관리위

원회에서 ‘금강 2개보 해체, 1개보 상시개방’ 결론까

지 이끌어낸 성과를 만들었지만 지자체 요구와 단서

조항이 붙어 해체 시기를 구체화 할 수 없게 결론난

한계가 있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보 처리방

안에 ‘해체 시기 명기’ 요구 등 해체 결정나도록 강하

게 요구함.

• 3대하천을 모니터링하며 하천 상태, 구조물 및 시설

물 상태, 불법행위 등을 확인하고 연속 기획기사 등

으로 문제를 지적, 행정에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 하천준설 등 도심

생태하천에 반하는 지역 의제들을 이슈화 시킴.

금강 재자연화 및 보 철거 요구활동



•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대응은 상반기 큰 이슈였고 보문산

관광활성화 위원회 활동과 보문산 삵, 담비 발견과 맞물려

지역의 보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음. 연결수단 필요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어 21년도 면밀한 대응 필요함.

•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은 10년간의 조사결과를 모아 보고서

를 발간했고 지역의 맹꽁이 생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식처

보전 대응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음. 

• 2020년부터 대응해온 공주 정안면 내문리 석산개발 사업은

최종 ‘불허가’ 처분을 받은 등 성과들이 보여 의미있는 해였

다고 평가됨.

도시 숲과 야생동물 보전활동



• 탈석탄네트워크가입, 유럽탈석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내부탈석

탄 의제에 대한학습,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음. 이후 관련한 우

리 활동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 필요함.

•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활동을 제안하고 협력해 마을

역량 향상, 주민참여형 실천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었고 모두의 에너

지자립마을학교,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활동가포럼, 마을도

서관협의회 등 지역의 여러영역들과 호흡을 맞춰볼 수 있었음. 

• 시민대기오염모니터링은 15년 연속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 중이

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전시에 강한 정책변화 요구, 시민대안활동

사례들을고민해 추진해나갈 필요 있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대응활동



•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혼란의한 해 였지만, 기후위

기라는 이슈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비대면 회원(시민)실천인 <녹색으로 다

시 캠페인>을 연간 진행, 온라인 실천활동으로 회원들과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냈고 회

원들의 호응을 얻음. (누적참여자 수 125명)

• 2020년회원모집은 총 121명, 온라인 모금 약 2,338만원, 후원행사 모금은 약 5,700

만원을 모금해 코로나 확산 강세와 외부활동 제한으로 어려운 중에도 성과가 있었음. 

다만 회비의 경우 연초보다 455,000원이감소해 코로나로 인한 후원자들의 변화를 체

감할 수 있었음.

기후위기 시민참여및 신입회원확대활동



• 코로나19로 인해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문제와 대안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컸음.

• 쓰레기박사 홍수열 소장 북콘서트와 지구살림정거장은

어려운환경에서도참가자들의 호응이 있었음.(누적참

여인원 90명) 다만 코로나 상황과맞물려 더 많은 시민

들을 만나지 못한아쉬움이 큼.

• 비대면 시민생활실천 활동 시즌 2 기획과 지구살림정거

장확대운영 등 코로나 시대 + 기후위기 대응 위한 다양

한 대안활동 기획 필요함.

기후위기 시민참여및 신입회원확대활동



•녹색 운동과제와 연계된 네트워크 2개(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발족해 활발히 활동했음.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노동, 마을 등 다른 운동영역과 기후운동의

접점을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폭 넓은 연대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큼. 

• 지역 시민운동세대가 변화하면서 운동방식의 변화, 세대간 차이로 인해 조직문화 변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 지역운동에 대한방향설정도 필요한 상황임.

• 코로나 시기를 맞아 소통의 단절, 온라인 기반의 사업진행 등 변화를 겪으면서 변화된 방식에

대한 적응과 혼란이 겹친 한 해였음. 다만 그 속에서도 기후위기 시민행동을 각자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돌아보는 ‘녹색으로 다시’ 캠페인, 후원행사를 보문산 일대 현장에서 진행하는 등 녹

색연합 다운 기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함.

연대 및 조직평가



2020 결산_ 수입보고

○회비및기부금은전체수입의 47%, 코로나상황으로평균회비는

2019년에비해 100,916원 감소(2019년 평균회비 1,235만원 -> 

1,225만원)

○운동과제진행비(사업비)는 전체수입의 42%로, 한국에너지공단공모

사업(약 1억 1천)과사회혁신센터공모사업(1,100만원) 등으로발생

○기획사업은온라인모금으로약 2300만원발생함.

○기타수입은 8%로청년공익사업인건비지원(1,900만원) 등지원금

으로발생해전년에이어인건비부담을덜수있었음.

항목 2020 결산 2020 예산 2018 결산

이월금 10,205,338 10,205,338 10,205,338

회비및기부금 214,873,183 227,500,000 214,694,148

기획사업 25,715,600 12,000,000 29,252,700

운동과제수입 166,237,910 30,600,000 131,260,854

기타수입 32,789,934 24,962,500 28,736,454

합 계 454,627,583 310,073,456 414,149,494



2020 결산_ 지출보고
항목 2020 결산 2020 예산 2019 결산

운동과제추진비용 203,155,248 49,700,000 150,851,410

사무운영비 24,897,730 21,860,000 22,623,479

인건비및복리후생비 192,440,310 233,369,400 219,980,049

기타지출 667,040 0 5,683,600

합 계 421,160,328 304,929,400 404,138,538

○지출은운영비비율이 51%, 운동과제추진비용이

48%를차지함. 

○사무운영비는 대개사무실임대료이며, 인건비는 활

동가 5인과프로젝트 활동가 1인급여및퇴사한활동

가퇴직금(2인)이포함되어있음.

○ 2021년으로이월된금액은총 33,467,255원이며

운영비 1,246,811원과사업이월금 32,220,044원으

로발생함.



2020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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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신입/탈퇴회원 수

신입회원 탈퇴회원



2020 성과지표

최근 3년간회비증감

코로나영향으로
상승세보였던회비총액
이하락세

2020년에약 5만원
연평균회비하락

1,112명

11,773,420 원

1,097명

12,304,750 원

1,054명

12,253,833 원

2018 2019 2020



2020 성과지표

주요활동
언론보도비율

• 에너지전환활동 26%

• 금강재자연화활동 19%

• 도시숲 / 야생동물보전활동 13%

• 탈핵연대활동 11%

• 기후위기대응활동 9%

• 하수처리장민영화대응활동 5%

에너지전환, 92

금강재자연화, 66

도시숲/야생동물보전, 46

탈핵, 40

기후위기대응, 33

민영화, 16

연대활동, 15

3대하천대응활동, 9

석산대응, 9

대기환경보전, 6 총선대응, 6

회원총회, 5

센트럴파크대응, 4 민간특례사업, 1
자원순환, 1 후원행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