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7 목요일 오후 6시
문학의 집.서울

#같이 걸을까?

녹색교통운동은
이런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창립 23주년 

녹색교통운동
후원의 밤   사람중심의 행복한 생활도로 만들기

	 주민주도형 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2016)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를 위한 버스서비스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2015~2016)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시민공모전,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심포지엄	(2014~2015)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2014)
	 	노원구 통학로 실태조사	(2013)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캠페인	(2011~	)
	 2016	4월	20대 총선 정책대응	:	자전거마일리지 정책 도입 촉구	(2016)
	 2014	6월 지방선거 정책대응	:	자전거마일리지 정책 도입 촉구	(2014)
	 청계천 자전거 투어	(201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활동
	 경유차 배출가스 실태조사(2015)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참여프로그램	(2015)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및 여론분석	(2012,	2014)
	 서울시 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	(2014)
	 서울시 교통수요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토론회	(2013)
	 나홀로 승용차 실태조사	(2012~2013)

   교통사고유자녀 돕기활동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사업	(1993~	)
	 희망나눔 유자녀 캠프	(1994~2015)
	 지역별 문화체험 활동	(2013~	)
	 교통사고 유자녀 찾기 캠페인 활동	(2014)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학의 집.서울

18 : 00 ~ 19 : 00 식사

19 : 00 ~ 20 : 00 인사말  ▶  축사  ▶  활동보고  ▶  초청공연  ▶  경품추첨

창립 23주년 녹색교통운동 후원의 밤

PROGRAM

2016. 7. 7 목요일 오후 6시
문학의 집.서울

#같이 걸을까?모시는 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65(예장동)

지하철	이용시	:	 4호선	충무로역(4번출구)	도보	10분	/	4호선	명동역(1번출구)	도보	10분
	 남산공원	길-대한적십자사에서	U턴,	
	 우회전-교통방송국을	끼고	우회전	TBS교통방송국	옆

버스이용시	:	 간선버스	104.105.140.263.604
	 지선버스	0013,	0211
	 마을버스	02		하차하는	곳	:	명동입구,	한옥마을(퇴계로3가),	대한극장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교통운동이“사람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을 모토로 우리사회의 

녹색교통 실현을 꿈꾸며 시민운동을 펼친지 스물 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3년 

동안 녹색교통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후원자 및 회원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올해에도 마련하였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은 2015년 한해 버스서비스 개선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경유차 

배출가스 실태조사,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참여 프로그램,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올해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전거 마일리지 정책을 

촉구하는 정책대응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을의 골목길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걷기좋은서울 만들기 보행공모전과 주민주도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워크숍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창립 23주년을 맞이한 올해, 그동안의 활동을 성찰하며 앞으로 모두가 같은 

비전을 갖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녹색교통운동에 힘을 보태어주신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후원과 사랑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6년 녹색교통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원행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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