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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1. 민간환경단체 현황 및 등록 요건

1-1. 민간환경단체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규제정도가 가장 약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 모든 단체의 등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활동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여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지키려는 민간단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수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122개이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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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단체(2008년 서울특별시)

(2008.12.31.)

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6
푸른한강지키기 

운동본부

푸른한강, 푸른생명, 푸른문화 한강 수중오물수거 

사업등
415-6100

8 한국무궁화 선양회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698-0896

77 환경과 공해연구소 수질, 대기, 폐기물, 상태교육 877-4033

78 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정보, 가동 유통 730-1325

79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에 관한 연구조사자문 등 735-7034

80
(사)한국환경

정보연구센터
환경관련조사 연구 및 대국민 환경정보 수집. 제공 714-3614

81 한국환경교육협회
환경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571-1195

82
(사) 한국녹색상품 

구매 네트워크
조사연구 사업, 홍보사업, 출판사업 334-9889

85
환경보호국민

운동본부 동작구지회
광범위한 환경을 살리고 보호함 534-1258

86 환경과 공해연구회 연구활동, 환경교육, 정보제공, 연대활동. 877-4033

87 환경소송센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연구 조사, 교육, 

변론활동 등
747-3753

88
환경보호국민

운동본부 용산구지회
환경보호 운동차원 798-6276

89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계 보호, 생태계 복원운동 등 579-1926

91
환경보호감시국민

운동본부 서울시지부
자원절약, 환경보전, 문화시민 자원봉사 356-4353

162
환경보호국민운동 

본부서울시지부
국내환경단체 및 환경연구소와 연대한 학술회의 개최 752-3300

163
강동,송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환경조사, 교육, 캠페인, 기행자료발간 등) 472-0775

200 한국환경보호연합회 환경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744-3232

201
한국여성환경

운동본부
환경모니터링, 에너지 절약, 쓰레기절약운동 등 777-1071

202 여성환경연대
여성환경운동 지도력 개발 및 양성

여성환경운동의 과제 및 정책개발
72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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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207 녹색환경감시단 환경보존을 위한 감시 및 계도
017-

337-0482

217 동작구 녹색환경 봉사회 환경보존 및 정화사업 825-1540

218 녹색강서 환경감시단
환경보존을 위한 예방활동 및 환경오염 감시와 

개선활동
2658-6357

219 주부환경 도봉구연합회 환경보존사업 993-8944

220
환경보호 국민운동 

본부마포구지회

주거환경개선 및 쓰레기 분량줄이기, 오염물질 배출 

실태파악
3141-3117

223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도림천 친수공간 만들기 875-1511

229 녹색강동연대
환경분야 대기. 수질. 폐기물 현장 활동 및 자체 

봉사 활동 
3426-4067

232 환경통신원회 광진지회 대기, 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활동 등 455-7010

237 한국통신원회 성동지회 대기, 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홛동 2281-5803

239 한국통신원회 용산지회 대기, 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활동 793-7236

241 관악주민연대 실업극복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865-9322

245 중랑생활환경실천단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자체 봉사활동 3423-2229

247 은평생활환경실천단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자체 봉사활동 353-4142

256
환경통신원회 

강북지회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현장 활동 및 자체 

봉사활동
991-4961

258 노원생활환경실천단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현장활동 및 

자체봉사활동
979-0706

259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 3662-1290

262 환경통신원회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현장활동 3427-6117

263 도봉생활환경실천단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현장순찰 감시활동 및 

정화 운동 등
95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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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275 송파생활환경실천단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현장순찰 감시활동 및 

정화운동 등
448-1886

323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 환경보호 735-7000

326 화장실문화 시민연대 화장실문화 시민운동 752-4242

334 강서생활환경실천단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활동
658-6357

357 UNEP 한국위원회 환경보호운동 720-1011

362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사람들
깨끗한 중랑천 시민과 같이하는 중랑천 만들기 951-1757

365 한국맑은물보전협의회 맑은물 보전 등 환경공익활동 등 3462-8761

368
환경통신원회 

양천지회

환경분야 대기, 수질, 폐기물 현장활동 및 자체 

봉사활동
653-2213

372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환경관련 조사, 교육, 기행 등 574-7047

384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홍보, 교육활동, 국립공원 

훼손실태 조사, 연구활동 등
961-6547

444 한강맑히기문화시민회 한강맑히기 선상 예술잔치 308-6614

450
전국산림보호협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산지 정화 및 등산객 질서계도, 남벌금지 및 부정 

임산물 반출금지 계도
523-0229

491 불교환경연대
자연생태보존및 문화종규환경수호, 교육 

홍보연구조사사업
720-1654

492
환경보호국민운동 

본부영등포지회
자연환경 보호, 환경교육 실시, 환경보호운동 계몽 843-4403

493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생태도시, 생태마을 습지 조성과 관련된 모델개발 및 

시민참여 교육, 환경생태프로그램 운영
534-3280

502 숲연구소
숲 생태탐방의 범국민적 활성화, 환경교육, 홍보, 

생태교육 전문가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
77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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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503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 

용산지부회

오폐수 방류업체 차량정비업소, 불법 유원지, 

쓰레기투기 불법 낚시 행위 등 감시활동 전개
713-7781

506 푸른환경운동본부
환경보호, 환경오염 감시환경보호 계도 및 캠페인 

공원환경 지킴이 등
430-0014

525
한강지키기 

문화공동체

참여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청소년 강체험환경교실 운영 환경관련단체와 

교류사업전개 등

730-0050

528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지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 735-8677

535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환경캠페인, 봉사, 감시, 계몽개선 등 790-0801

548 슾지를 가꾸는 사람들
자연생태 습지보전 및 관리, 자연학습과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
487-3191

551
21C녹색환경 

네트워크
환경보전 실천운동 3427-0186

552
사회단체 대한 환경

보호기동 감시단 총연맹
자연훼손행위의 감시 환경보존에 관련되는 사항 443-9511

554 환경수자원 시민연합 환경수자원 및 생태계 보전, 오염원 감시관리 등 413-1343

559 실버그린 봉사회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산불예방 856-2714

572
월드그린 환경감시단 

서울특별시 감시단
환경감시와 보호활동 환경친화적 국민생활계도 등 2249-3205

573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 기업실천단
환경보전활동 3660-0881

576 천주교 환경연대
환경묵상집 발간 환경교육 및 워크숍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전황 등
3676-0916

578 도시환경정보연구소
도시환경관련 조사 연구,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도시환경정화 자연사랑 운동 전개 등
408-5005

582 한국자연경관 보존회
자연경관보전 캠페인 환경세미나 개최 

환경경찰신문 발행
44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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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586 환경사랑나눔회
폐기물수거운동전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782-3177

592 건설교통시민연대
환경친화적 건설정책 건의 

친환경문화운동 전개 등
402-0339

604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수질오염 예방사업, 환경봉사 활동 등
704-5420

624 안공지반협회
인공지반녹화 관련 산학연관의 기술 교류 및 

수탁연구 등
888-1078

628 시민운동협의회 동네골목 청결운동 2282-7114

645 녹색자전거봉사단
자전거타기 생활 운동,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환경 

교육선전사업 등
414-9994

674
한국환경보전

실천교육회

환경보전의식 및 실천교육 실시

환경관련 학술연구 및 출판물 간행 등
365-6571

675 한국환경청소년연맹
환경보전생활화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

청소년환경보호활동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65-6571

680 동작생활환경실천단
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선전활동, 

환경오염감시, 차량환경개선활동 등
812-4549

724 (사)유명산 숲학교
자연현장체험학습,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창달 

숲 해설 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산불방지 등
701-4644

728 서울초등환경교육협회
환경교육의 연구와 연수활동, 학교 환경교육의 질 

향상 
3475-2462

731 UDT 환경봉사단
환경교육 및 홍보 사업, 전국토 쓰레기, 침전물 

수거사업, 환경캠페인 등 
417-5457

737
환경수질보호 

국민운동연맹

전국토 환경과 수자원 오염 예방

오염예방 정화교육, 홍보 등
765-6351

769 풀빛문화연대
생태교육과 체험적 문화예술 등을 통한 녹색무화운동,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32-2010

788 남서울환경지킴이
정신과병원 및 소외된 정신과 환자를 중심으로 

댄스테라피를 통한 환자의 재활 등
511-8712

796

전국참전유공자환경

운동본부

서울특별시협의회

환경보호운동을 통한 조국사랑 정신의 고취

자연사랑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등
796-2215

798 서부환경사랑연합회
환경살리기운동, 산림 내 산림훼손, 불법쓰레기 투기, 

산불감시 등 감시활동 등 
309-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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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800
환경재활용창작품

연구회

재활용품의 다양한 창작품 연구사업 및 

전시사업, 환경단체의 위탁교육사업 등
2698-3829

801
환경감시중앙본부

동대문지부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지역환경 사업에 대한 연구 등 
968-7294

814
NGO 환경보호 

국민운동서울특별시본부

샛강살리기, 상수원살리기, 물절약 캠페인 실시

하천 순찰 감시 홍보교육
957-0566

819 성동환경연구소
 지역환경통신, 회원회보 발간,  폐식용

 이용 무공해 재활용비누 만들기 사업 등
715-3342

821 생활환경지킴이  안양천의 수질개선,,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등 2677-6485

829 불암산사람들

 도시 자연숲에 대한 학습, 연구, 조사사업

식물, 동물, 곤충, 산림대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불암산 생태공원 지정 및 관리활동

935-6080

832 서달산자연환경지킴이봉사단

 서달산 서식 동물, 포유류 조사연구

자연환경 훼손 예방 및 보전에 대한 연구실행

녹지보호 등

594-1104

841 북한산지킴이 해룡봉사단
 북한산 환경보전, 우이천살리기, 자연환경 훼손 예방  

 산불예방캠페인, 산악구조 등
997-8485

846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시민생활권 녹지 확대

도시 생태공원 조성 및 서울 녹지축 복원

도시녹지 확대연구

742-7432

851 생명,환경 자연보호 실천회
야생동물 보호운동 및 자연보호, 환경보호 운동 

캠페인 전개
308-3366

860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재생가능한 에너지 100만Kw 보급운동, 

1000만 녹색요금 운동

10만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735-1771

861
강북구 

솔밭근린공원사랑모임회

솔밭근린공원의 생태유지 및 환경발전사업, 강북구 

자연생태와 친환경적 생활환경 유지
994-7871

862 숲지기강지기 지역 학생과 주민의 생태, 환경교육 등 815-3379

866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수질보전 활동 868-5053

880
사단법인 한국환경장애 

연구협회 서울시협회
환경장애적 요소 및 물질조사, 연구, 분석  등 70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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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단 체 명 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895
국토청결환경운동

산불조심자연보호사업회
구기동 유원지 지역 정화운동, 산불예방 캠페인 391-8240

911 당현천지킴이 봉사단  당현천 자연보호, 생태체험 및 교육 932-8700

913 황막사
 황사를 막기 위해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업 - 

북한 식수 사업 등 
3462-1150

923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양재천생태보전 활동, 생태체험 교육 홍보 565-0759

924 환경감시연합회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등 930-3888

930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자연자원 현황 연구조사사업,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등
6012-1237

936
사단법인 

환경21연대서울서울본부 

 수질보전 및 물절약운동에 관한 연구 조사, 

환경보전과 유지에 필요한 활동지원 사업
953-3346

937
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운동

본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교육 실천사례발굴 홍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및 식생활 개선 캠페인
338-7727

938
(사)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서울시지부
자연사랑 환경보호캠페인 전개, 환경보호활동 등 832-5473

945 두루미환경지킴이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 감시활동 956-7360

952 (사) 녹색습지교육원
국내외 주요 습지의 연구 연못 및 보전대책 수립

습지보전 및 관련 환경, 생태문제 조사연구
6497-4850

959 녹색교육센터 환경교육 및 연구, 환경교육자료 발간 등 6497-4855

983 금천생활환경실천단 환경오염감시 및 대기환경개선, 환경교육 활동 839-8577

1000 시민환경포럼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홍보 및 무료영화 상영 488-7544

1002 초록교육연대 초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2678-1212

1007 마포구 녹색자전거 봉사단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한강 및 홍제천 

환경정화활동, 시민 자전거 교육, 홍보 및 환경캠페인
332-0469

1008 용산구 녹색자전거 봉사단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한강 및 용산가족 공원 

생태보전활동, 시민 자전거 교육, 홍보 및 환경캠페인
792-1832

1009 영등포구 녹색자전거 봉사단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한강 생태모니터링 

및 환경보전 활동, 시민 자전거 교육, 홍보 및 환경캠페인
6265-6771

1010 양천구 녹색자전거 봉사단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한강 및 안양천 

환경정화활동, 시민 자전거 교육, 홍보 및 환경캠페인

018-237-

6565

1011 중구 녹색자전거 봉사단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남산길 생태환경 

모니터링활동, 시민 자전거 교육, 홍보 및 환경캠페인
225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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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록 요건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살펴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일컬으며, 상기의 요건들은 동

시 충족요건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과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 등

2.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서울시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협력을 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행정적인 지원으로는 후원기관명칭사용승인 19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상장 51건을 수여하였고, 보조금 지원으로는 민간단체 시정참여 

사업(주관부서 : 행정과)과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주관부서 : 환경행정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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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으며, 이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조세감면, 우편 요금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울의제21실천공모사업은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실천사업으로 지정공모와 일반 

공모로 구분되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역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형 참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성과로는 기후변화시대 시민교육 및 CO₂ 저감 실천사업,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 신재생 에너지시설 활용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천사업, 공원관리 

시민참여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시민실천사업과 서울시 소음 모니터 등을 

통한 소음환경기준 제시 및 개선방안 사업, 어린이 먹을거리 지킴이 사업, 

석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재정적인 지원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통한 환경분야 시정참여 사업을 공모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구체적인 지원내역은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운영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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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환경 협력

1. 국제환경 협력

전세계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추세는 하나뿐인 지구의 자정능력을 

상실시키므로 환경파괴문제가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다. 지구온난화의 가속, 오존층 파괴, 물 부족, 사막화의 확대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가 경제･무역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능력을 키워오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는 미주지역, 유럽지역의 환경선진국과 일본, 호주 등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선진 환경기술 및 행정을 습득해 왔으며, 이와 함께 개발 

도상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환경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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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LEI 가입 및 활동 현황

2-1. ICLEI 가입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지방정부의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1990년 

설립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에 

1999년 5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2. ICLEI 개요

◦명  칭 : ICLEI-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목  적

－지역활동을 통한 지구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의 가시적 성과 달성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권한 및 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 환경보전정책 및 관련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증진 도모

◦회원수 : 67개국 1,000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연합기구

  ※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경기도, 수원 등 42개 자치단체 및 연합기구 가입

◦주요활동 프로그램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작성 

－지속가능한 개발기획과 모델 개발 

－기후변화방지 도시캠페인

－국제연수센터 운영(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치단체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Move the World 공약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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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EI 총회(Council) : 3년마다 개최

－ICLEI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매년 개최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행정1부시장이 집행위원으로 활동

2-3. 서울시의 ICLEI 활동현황

2008년 12월에는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2008년 ICLEI 집행위원회’ 및 COP 

14차 회의와 ‘ICLEI 지방정부기후세션’에 참가 하여 ICLEI 사업계획과 연간 

예산, 지역사무소설치 승인 및 차기총회 개최지 선정 등에 관하여 집행위원으로

써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환경

전략을 논의하고 2009 C40 서울정상회의 참여 독려 및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

전에 대한 서울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외에도 ICLEI의 국제협력프로젝트인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프로젝

트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Project)’에 참여하고 있는데, 2008년 9월 남아

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LAB 더반 

서약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서울시 생물다양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3. 기타 국제협력 활동현황

2008년1월에는 『세계시장 및 지방정부 기후보호 협정(The World Mayors and 

Local Government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세계 시장과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행동에 관한 6가지 공약

사항에 동참하는 등 우리시의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국제적으로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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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6일 ~ 7월12일까지 「C40 로테르담 워크샵」참석하여 기후변화대

응 최근추세와 관련의제를 논의하는 한편, 환경 우수도시 프라이부르크를 방문

하여 ICLEI 집행위원인 Dieter Salomon 시장을 만나 환경정책을 논의하고 2009년 

C40 서울 정상회의를 홍보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20일 ~ 10월 24일 「C40 도쿄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기후

변화 적응 모범사례 등을 교환하고 우리시의 수자원 다변화정책 우수사례를 발

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서

울시 자매․우호도시인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17개도시 26명의 공무원을 초

청하여 9월 25일 ~ 10월 2일까지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Management」
연수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강의,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

관련기술 정보 제공 등 도시간 환경협력을 증진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활발한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회의 참가를 통하여   

서울시의 우수 환경사례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해외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시정

에 반영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환경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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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1> 2008 ICLEI 집행위원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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