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러 분 을 초 대 합 니 다

창립 24주년 
2017 녹색교통운동 후원의 밤

2017. 7. 12 (수) 오후 7시
서울 시민청 태평홀

오시는 길

2호선 

을지로 입구역

1호선

종각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TEL. 02)120

청계천

롯데백화점

호텔 프레지던트

프라자 호텔
2호선 시청역

서울시의회

덕수궁
서울광장

1호선

시청역

서울 시민청
태평홀(지하2층)

버스

간선버스  101, 150, 402, 405, 501, 506

지선버스  172, 472, 504, 700, 1020, 1711, 7012, 7016, 7017, 7018, 7019, 7022, 

             7212, 8000

광역버스  M4101, M4102, M4108, M5107, M5115, M7106, M7111, 9703, 9714

직행버스 1000, 1100, 1150, 1200, 1900, 2000, 9001, 9003, 9300, 9301

지하철

1호선, 2호선 시청역 4번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 시청역 방면 지하 연결출구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초청장의 이미지와 문구는 신영복 선생님 작품으로 2008년 나루건립 후원 서화전 출품작입니다.



녹색교통운동이 “사람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을 모토로 우리사회 녹

색교통 실현을 꿈꾸며 시민운동을 펼친 지 스물 네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4년 동

안 녹색교통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후원자 및 회원들을 모시고 감

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올해에도 마련하였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은 2016년 한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을의 골목길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걷기 좋은 서울 만들기 보행공모전과 주민주도형 보

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학원차향 배출가스 관리 실태조사,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 아동을 찾아내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올해, 그동안의 활동을 성찰하며 앞으로 모두가 같은 비

전을 갖고 함께 하기 위해, 녹색교통운동에 힘을 보태어주신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후원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 녹색교통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원행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녹색교통운동

모시는 글 창립 24주년
2017 녹색교통운동 후원의 밤

후원계좌  |  국민 488401-01-167525 (사) 녹색교통운동

후원문의  |  02-744-4855 / kngt@greentransport.org

• 식사

• 인사말

• 활동영상

• 초청공연

• 내·외빈 소개

이사장 조강래

공동대표 진장원, 민만기

사무처장 송상석

활동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