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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1일(수)
사무처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

간사: 정태영

부장: 김대광

사무처장: 이강주

회 장: 허 환

올 봄의 시작은 어느해 보다도 심한 시샘을 거친것같습니다. 청풍명월21 정기총회와
충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대표자회의 등 3월은 빡빡한 일정으로 첫 소식호가 다소 늦었습니다.
▶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
< 제 1차 임원회>

☞ 1월 13일(11:00) 사무처에서 제 1차 임원회의를 열고 제6기 위원구성과 2010 정기총회와 관련

협의가 있었다.

< 제 32차 운영위원회>
☞ 2월 10일(11:00)

심의하였다.

도 영상회의실에서 제 3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을

< 제 12차 정기총회>

☞ 3월 17일(14:00) 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 정기총회에서 허 환 회장의 개회사, 이승훈 정무

부지사의 위원 위촉장 전수와 격려사가 있었으며, 안건심의로 제 6기 임원선출에서 허 환 한국보그

워너티에스 (유 ) 대표이사를 유임하고 감사도 류경희 충청매일 논설위원과 이종일 아름다운증평2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유임, 부회장 2명과 선출직 운영위원을 회장에게 위임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2009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 의결하였다 .

< 청풍명월21 공모사업 선정>

☞ 3월 25일(16:00) 사무처에서 2010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연의

숨소리 우리와 함께해요", 청주YWCA "환경을 살리는 식품안전교육", 제천YWCA "저소득층 아동의

환경교육 지원프로그램 '들꽃이야기 '", 한 살림 "자원순환센터 (우리동네 초록장터 )" 등 , 4 개 단체
4 개 사 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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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제 5차 운영위원회 회의>

☞ 2월 26일(11:00) 도 서관 중회의실에서 제 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일부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온실가스(CO2)줄이기 캠페인>

☞ 3월 22일(11:00) 충주호암체육관에서 제18회 세계 물의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청정1번지 충북원년

선포식 후 일부참석자들과 함께 충주시 이마트 정문앞에서 제1로타리까지 1.2㎞구간을 온실가스(CO2)
줄이기 캠페인을 가졌다.

<2010년 대표자회의>

☞ 3월 25일(11:00) 도 서관 중회의실에서 2010년 대표자회의를 갖고 강상준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그린스타트 운동의 생활 속 확산방안’ 이란 특강이 있은후, ‘09사업보고와 결산(안), ’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다.

< 충북그린스타트 공모사업 선정>

☞ 3월 25일(16:00) 사무처에서 충북그린스타트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온실가스줄이기- 자원절약, 분리수거 실천", 제천새마을회 "다함께 녹색생활 운동을",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구야 내가 식혀줄께~! 2010 어린이 기후학교", 충북생명의 숲 "'기후변화의 파수꾼' 지구지킴이", 청주YMCA "
그린 드림 주부사업단", 충주YWCA "탄소다이어트로 기후변화 슬로우" 등, 6개 단체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금후 일정안내

∘ 4월 07일(수) 16:00 청주명암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청풍명월21 제6기 위원 연찬회를 갖는다.

이번 연찬회에는 신윤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지방의제21 평가와 향후 과제의 특강과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임, 분과별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한다.

∘ 4월 19일(월)~25일(일) 7일간은 기후변화주간이다. 4월 22일(목) 14~ 16시(청주, 충주, 제천 동시에

실시) 청주는 육거리 시장에서 차없는 거리까지 1.3㎞구간, 충주는 이마트에서 제1로타리까지 1.2㎞구간,

제천는 제천역에서 제천시민회관까지 1.2㎞구간을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 캠페인을 갖는다.

그리고 4월 22일(목) 20:00~20:10(10분간) 충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56개 참여기관·단체 및 임직원

가정과 함께 참여하는 소등행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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