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9-1호>

2009년 4월 22일(수)
사무처

☞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간사: 정태영

부장: 김대광

사무처장: 이강주

회 장: 허 환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토록 화려한 꽃들이 이틀정도 몰아친 비바람에 모두 떨어져버렸

어요. 그러나 가뭄해갈로 위안을 줍니다.

4월17일~26일은 제1회 기후변화주간입니다. 녹색 충북자전거 대행진 등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을 위

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가하셔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 지난 일정(4월 1일 ~ 21일)
▶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

<제1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회의>

☞ 지난 4월 2일(18:00 ~ 19:30)에는 교육․홍보분과위원회에서 학교의제21 시범학교운영과 충북환

경아카데미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벽과 지붕녹화사업 대상지 방문>

☞ 지난 4월 14일에는 ‘09 벽과 지붕녹화사업 대상지 섭외 차 청주시 용암1동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김대광 부장, 생명의 숲 반기민 사무국장,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박종을 사무국장)

<‘09 지역특성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설치안 마련사업 1차 기획회의>

☞ 지난 4월 15일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부에서 있었던 ‘09 지역특성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설치안 마련사업 1차 기획회의에 김대광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 충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

<제1차 정책분과 및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회의>

☞ 지난 4월 8일(11:00 ~ 12:00)에는 도청서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정책 및 교육․홍보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정책

분과위원회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위원장 : 문석기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간 사 : 박일선 충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위원장 : 강상준 충북대학교 생물교육과 명예교수
간 사 : 안미옥 숲 환경교육센터 교육부장

◦ 기타 향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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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CO2)줄이기 실천서약 받다>

☞ 지난 4월 9일(10:00~12:00)에는 청주무심천일원에서 있었던 충청북도 및 자연보호협의회 주최 국

토대청결운동현장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CO2)줄이기 실천서약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제1회 기후변화주간 개막식(그린리더 실천다짐) 및 열린 음악회>

☞ 지난 4월 17일에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개최되었던 그린리더 실

천다짐 및 그린스타트 열린 음악회에 허 환 회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충청북도 기후변화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제안 심사위원회>

☞ 지난 4월 21일(14:00)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있었던 충청북도 기후변화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제안

심사위원회에 이강주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 금후 일정(4월 22일 ~ 30일)
∘ 4월 23일 14:00~18:50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책 세미나 사무처장 참석예정.

∘ 4월 24일 13:00~18:00 청주대학교 법학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청주시 경관계획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사무처장 참석예정.

∘ 4월 27일 14:00~16:00 제천문화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제천그린스타트네트워크 발대식
에 사무처장 참석예정.
∘ 4월 27일 15:00 교보생명교육문화교육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회에 김대광 부장 참석예정.

∘ 4월 28일 14:00 ~ 29일 한라대학교(원주)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한 전
국포럼에 사무처장 참석예정.

◈ 그린스타트?
☞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입니다.

◈ 충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 저탄소 사회를 위해 도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운동을 주관하는 충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무국을 우리 청풍명월21에서 맡고 있습니다.

◈ '09 기후변화 전문 강사 양성 단기 과정 교육 수강생 모집 공고(4월 22일 ~ 30일)
☞ 저탄소 사회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전담 할 기후변화 전문 강사 양성 단기과정
을 개설하고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분은 신청바랍니다.(청풍명월21 홈페이지 참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58(충북도청 서관3층)
☎ 043) 220/222-5976
FAX 043) 220-5964
홈페이지 : http://www.cpmw21.co.kr
E-Mail : cpmw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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