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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의 디톡스 선언

2014년 1월,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2020년까지 의류 
생산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습

니다. 이는 모두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SNS로 동참했던 
1만여 명의 지지자들 덕분입니다.

석탄 시대의 종료

2014년 4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기업인 중국 신화 
그룹은 내몽골 지역의 부족한 지하수 자원을 악화시키는 
석탄 생산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7월에 
그린피스는, 석탄 가스화 기술이 석탄이 배출하는 탄소

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방출하고, 중국 북동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방문

2014년 12월, 태풍 하구핏이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태풍

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있었지만, 재배하던 작물을 순식간에 
잃은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유기농 씨앗과 비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린피스 아프리카의 새로운 모험

2014년 10월, 그린피스 아프리카 사무소는 남아프리카 공
화국 멜빌의 참새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 나은 지
구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프로젝

트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을 만지고 느끼며, 다시금 자연과

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레알의 획기적인 약속

2014년 2월,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 자사 제품

에서 삼림 파괴 요소를 없애겠다는 획기적인 약속을 했습

니다. 공급 과정에서 삼림 파괴와의 연결고리를 끊기로 한 
로레알의 약속은 전 세계 소비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던,

2014년 그린피스의

승리

2014년은 그린피스와 그린피스를 지지해 준 여러

분에게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의류의 독성 화학

물질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해산물이 시장에 출시 

됐습니다. 그린피스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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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로 확대된 비상계획구역

2014년 5월 2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근 주민 보호 비상

대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10km
에서 그린피스의 요구대로 최대 30km로 확대됐습니다.

독성물질 제거를 약속한 아디다스

2014년 6월, 아디다스는 자사 의류 제품에 사용된 독성물질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00% 제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가 발표한 독성물질 
보고서와 전 세계 아디다스 매장에서 펼쳤던 액션, 그리고 아디다스 최고경영자

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행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결과입니다.

드디어 출시된 착한 참치

2014년 11월 초, 한국 최초의 ‘착한 참치’가 출시됐습니다. 목표 종을 소규모로만 
잡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채낚기 방식으로 잡은 참치로 만들어진 
이 참치캔이 출시되기까지, 그린피스는 2012년부터 참치캔 지속가능성을 비교하

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2014년 6월, 그린피스는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발표를 통해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기존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법안에 비해 국내 
원양어업을 관리하는 요소들이 한층 강화된 개정안이 2014년 10월 발의됐습니다.

쉘을 떠난 레고

2014년 10월, 레고가 북극에서 원유를 시추하는 기업 
쉘과의 파트너십을 끝냈습니다. 레고의 이 결정은 지난해 
7월에 시작한 그린피스 ‘레고 캠페인’에 참여한 전 세계 
1백만 명의 서명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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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의 깨끗한 물, 대기,

바다와 숲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이러한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IDEAL에 따른 그린피스의 활동방식은

그린피스의 환경 보호 캠페인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린피스의 이 모든 활동은

후원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IDEAL

그린피스는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을 계속 추적해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파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환경 범죄가 잊혀지거나 묻히지

않도록 세상에 알립니다. 

기록 Document

그린피스는 다국적 기업인 P&G의 제품들이 어떻게 
열대우림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밝혔고, P&G가 삼림 파괴의

고리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습니다. 환경 파괴를 폭로하는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은 생활용품에

숨겨진 환경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폭로 Expose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고공 시위를 한 이후,
부산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재 계획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는 등 방재 계획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또한, 행동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식도 높입니다.

행동 Act

과학적이고 철저한 조사는 그린피스 캠페인의 토대입니다. 그린피스 조사팀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삼림 벌목 현장을 추적하거나 중국에 있는 세계적인 의류 공장들의 폐수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을 검사합니다.
그린피스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독립된 제3의 연구소에 검사와 분석을 의뢰합니다.

조사 Investigate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로비합니다. 그린피스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순위를 매기는 등의 활동을 통해 친환경적인 정책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win-win) 전략임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로비 Lobby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환경도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환경 파괴의 최전선에 서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계속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토론의 결과를 

반영하여 초미세먼지와 석탄사용의 위험성을 다룬 캠페인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는 환경 범죄를 일삼는 기업 및 브랜드

와 유통망에 영향을 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들에 지속가능한 해산물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캠페인이 하나둘 자리잡는 모습에 항상 즐겁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뤄 낸 결과가 아니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그린피스는 

본격적으로 캠페인에 뛰어들기 전에 전략을 세웁니다. 각 캠페

인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3개년 계획과 나아가 장기

적인 밑그림도 그립니다.

2014년은 그린피스 3개년 계획의 첫 해였고, 저는 그린피스가 

첫 해에 해낸 모든 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벌써 

3개년 계획을 절반 가까이 진행했고, 많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동아시아 지부의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이뤄 내고 싶었던 결과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귀중한 후원

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린피스의 영원한 친구,

후원자 여러분께

지금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 숲과 바다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급한 환경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

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마리오 다마토(Mario Da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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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 설립된 그린피스의 환경 보호 활동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그린

피스 국제본부는 전 세계 사무소들의 조직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환경감시선들의 운영 상황을 관리감

독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글로벌 캠페인 활동을 조율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는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사무소가 있으며, 각 사무소는 자체적인 환경 캠페인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비정부기구의 책임 헌장

(INGO Accountability Charter)에 충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약속

 

그린피스의 성공 비결은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많은 환경 문제와 함께 사회도 급변했으며 그린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과 조직 모델을 채택하여, 

2014년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자원을 동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등으로 옮기는 중대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회 변화에 

더욱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지부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더 큰 실험과 혁신을 선보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대응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주요 원전 수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원전에 집중 투자 중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대만의 어업 선단 규모는 중서부 태평양

에서 가장 큽니다. 홍콩은 미래에 전 세계 친환경도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게 되어 매우 기쁘지만 또 

한편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린피스는 이미 의류 기업의 독성물

질을 반대하는 디톡스(Detox)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

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환경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더 많은 통찰력, 행동, 그리고 참여

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린피스 활동의 전 과정에 여러분의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국, 중국, 대만, 홍콩의 주요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그린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큰 꿈을 함께 꿀 것입니다. 작은 배를 알래스카에 

보냈고, 지금까지도 항해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그런 큰 꿈 말이죠.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새로운 전략

1971년, 그린피스의 배는 미국 알래스카의 암치

트카(Amchitka) 섬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히피, 

언론인, 생태학자들이 이끄는 환경 보호 활동이 

었고,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죠. 이 항해가 세계

적인 환경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

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캠페인 프로그램 이사 

씨 팡 쳉(Sze Pang Ch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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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미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C 상승했습니다.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2°C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2050년이 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70%~95% 까지 감소시켜야 합니다.

2014년 11월, 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최

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행된 두 국가의 
물밑 협상과 여론의 압박, 그리고 그린피스와 여러 환경 단체들의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획기적인 협약은 이뤄지지 못했을 것입

니다.

지난 1997년, UN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일무

이한 국제 협약인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정서

는 2020년에 효력이 끝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 협상에서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2015년은 
지구를 구하는데 무척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함께, 그린피스는 더 많은 사람

들이 기후에너지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시급한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후 협약을 
채택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2014년

주요 기후에너지 캠페인

● 북극 보호를 위한 레고 캠페인의 성공

● 부실 합금 자재를 사용하는 국내 원전의 위험성 폭로

● 석탄 시설로 인한 과도한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신화 그룹 

● 10여 개의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분석

© Rose Sjölander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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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6백만 시민과

함께 한

다섯 가지 승리

전 세계 6백만 명의 북극 수호자들과 함께, 그린피스는 ‘북극’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2014년, 그린

피스는 원유시추로 북극을 위협하는 쉘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레고를 대상으로 북극 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린

피스는 북극에서의 원유시추 위험성에 대해 폭로하며 북극 보호 

구역이 필요함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을 앞장세워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6월, 그린피스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베어섬 인근해에서 노르

웨이 석유 기업 스타토일의 시추작업을 막는 해상 액션을 펼쳤

습니다. 8월에도 그린피스는 노르웨이 석유 위원회가 바렌츠해

에서 실시하려던 석유 탐사의 초기 내진 실험을 중지시키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명 인사도 함께 한 북극 보호 활동

8월, 영국 여배우인 엠마 톰슨(Emma Thompson)은 딸과 함께 
그린피스의 에스페란자(Esperanza)호를 타고 북극을 방문했

습니다. 그녀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변화를 목도하고, 북극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노테 통(Anote 

Tong) 키리바시 대통령도 9월 에스페란자호의 북극 탐사에 동참

했습니다. 작은 섬 국가가 가라앉도록 위협하는 북극 빙하를 직접 
보며, 그는 “기후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여러분의 목소리

9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사무총장을 포함한 그린피스 
대표단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대표단은 북극 
보호 캠페인에 서명한 전 세계 6백만여 명의 목소리를 전달했

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해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명의 그린피스 활동가에 대한 영화

2013년 9월, 30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러시아 석유 기업인 
가스프롬의 시추작업에 평화적으로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

아 국경수비대는 그린피스의 북극의 일출(Arctic Sunrise)호를 
억류하고, 활동가들을 구금했습니다. 이듬해 완성된 다큐멘터

리 영화 ‘Black Ice’는 북극을 위해 몸을 던진 활동가들의 이야

기를 담았습니다. 영화에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과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의 인터뷰가 들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는 
‘후원자의 밤’ 행사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쉘을 떠난 레고

10월, 레고가 50년간 유지해 온 쉘(Shell)과의 파트너십을 끝내

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북극에서 무분별하게 원유를 시추

하려는 쉘이 다른 유명 브랜드를 이용해, 자사의 이미지를 세탁

하는 전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레고의 결정 배경에는 그린피

스의 ‘레고 캠페인’에 참가한 전 세계 1백만 명의 서명이 있었습

니다. 그린피스는 레고에 쉘과의 파트너십을 청산하고, 북극 보

호에 앞장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도 2014년 7월, 서울 광화문, 시청 앞 광장 등 한국의 대표

적인 장소에서 레고 미니 피규어들의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Elise Biersma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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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소는 2013년, 국내 
방재 계획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해 7월, 인천과 부산을 방문한 
그린피스의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에서 그린피스는 
보고서 ‘방사능 방재계획 2013: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를 발표

하며, 비현실적인 방재 계획을 지적했습니다. 그린피스는 52시간 
동안 광안대교 상공에서 부실한 방재 계획의 개선을 요구하는 액

션을 펼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시, 부산시의회 관계자

들을 만나 방재 계획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도 전달했습

니다. 그 결과, 2014년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그린피

스의 요구대로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린피스는 2014년 12월에 ‘누더기 원전 그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피스는 1970년대 
부터 해외에서 위험성이 지적된 부실 자재 인코넬 600이 사용된 
원전들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동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린 
피스 활동가들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안전 
조치가 가장 시급한 한빛 3, 4호기의 즉시 가동 정지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에 공감한 11,543명의 
시민들은 서명에 참여하여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처럼,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

다. 그린피스가 지향하는 안전한 한국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가능

하기 때문이죠. 올해도 그린피스는 안전한 한국을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캠페이너의 목소리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한국

후원자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4년 전 일이

지만, 사고 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16만 
명의 사람들, 사고로 인해 자살한 수십 명의 사람들, 갑상선 이상이 
발견된 아이들 등 끔찍한 소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원자력발전을 계속 용납하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핵 없는

안전한 세상 그린피스는 원자력발전에 반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피스는 단계적인 탈핵을 요구하며, 

에너지 효율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역시 2011년 개소 이래 현재까지 탈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 위험하고 비싼 원전 대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만이 미래를 위한 해법입니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장다울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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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석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은 우리 

지구에 가장 큰 위협입니다. 또한, 탄광업과 석탄 연소는 환경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시키고, 인체에 해로우며,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등 즉각적인 악영향도 미칩니다. 환경 오염 

뒤에 숨은 비용은 석탄 기업들이 아닌 지역사회, 아이들과 노

인들, 야생동물 그리고 지구가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린피스는 전 세계가 석탄 의존을 끊고, 깨끗한 재생

가능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석탄, 초미세먼지의 주범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이 대기 오염,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중국의 초미세

먼지(PM2.5)를 비롯하여, 190개 주요 도시의 대기질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말 중국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계획을 공표했으며 2014년에는 중국의 석탄 소비가 처음으로 감소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초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 시작한 이 캠페인을 위해, 서울 
사무소는 2014년 6월부터 하버드대학 연구진과 함께 석탄화력발

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피해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석탄, 수질 오염의 주범

석탄은 전력 생산과정에서 가장 많은 물을 소비하는 에너지원입니

다. 1톤의 석탄이 채굴되고 연소되기까지 1천 리터의 물이 소비됩

니다. 하지만 중국의 북쪽과 서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수한 석탄

광산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그린피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기업에 맞섰습니다. 2014년 4월, 신화 그룹(Shenhua Group)은 
중국 내몽골 지역의 주요 석탄 시설에서 과도한 지하수 사용을 중

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황허 강 상류 근처 환경 
보존 구역을 침해하는 대규모 불법 노천굴 작업 현장을 폭로했습

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중국 정부는 모든 탄광 활동을 중단시

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삼림을 파괴하는 석탄광산 개발

마한(Mahan)은 오랫동안 부패된 석탄산업으로부터 고대 숲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지역사회의 표본입니다. 마한 지역사회와 그린

피스는 석탄산업의 비도덕적인 협박과 위협에 맞서 숲을 지키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214개 석탄 기업의 허가증을 취소한

데 이어, 2014년 9월에는 석탄 신용사기에 대해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인도 석탄부는 마한 숲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그린피스에 공식적으로 전해 왔습니다.

© Jean Chung / Greenpeace © Lu Guang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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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현실을

위한

깨끗한 선택

우리의 일상을 온라인상에 저장하고, 공유하고, 전송할수록, 

인터넷 세상은 매일 커져 갑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서 특별한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는 힘을 갖기도 합니다.

한편, 인터넷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세상을 한 국가로 가정한다면, 이 국가의 전기사용량

은 세계 6위에 맞먹습니다. 인터넷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공급받는다면, 가파른 인터넷의 성장속

도만큼 우리의 현실도 더욱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안녕하십니까?

2010년부터 그린피스는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동력과 각 IT 기업

들이 사용 중인 에너지에 대해 분석해 왔습니다. 2014년 4월에 발

간한 보고서 ‘기업들은 어떻게 친환경 인터넷을 만드는가’에서는 
거대 IT 기업 10여 사의 에너지 동력을 분석하여, 세 부류로 나눴

습니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앞장서는 ‘혁신자’ 그룹에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2012년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가동을 약속한 후 가장 빠르고 진실되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 전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데이터 센터를 
위해 풍력에너지를 구매했습니다. 2015년 2월에도, 팀 쿡(Tim 

Cook) 애플 최고경영자는 대규모 태양광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약 9,224억 원을 투자하여, 130MW의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애플 데이터 센터, 신규 애플 
본사, 그리고 미국 내 모든 애플 스토어에 공급 가능한 양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베이(Ebay) 등은 ‘과도기’ 그룹에 
속합니다. 그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 5월 ‘2013년까지 이산

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2014년에는 텍사스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풍력에너지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문제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구매권 
에만 의존하며, 근본적으로 더러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그룹은 ‘낙오자’ 그룹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 그룹에 포함된 트위터는 에너지 투명성이 
가장 낮으며, 에너지 사용에 대해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

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전력 종류와 양에 대해

서도 트위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에서도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동력과 각 IT 기업

들의 에너지에 대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16  2014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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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제2의 고향,

바다

바다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산소를 만들어 내고, 지구 기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의 80%가 넘는 생물이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파괴적 어업으로 바다와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린피스는 집어장치(FAD: Fish Aggregating 

Device)와 같은 파괴적인 어업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린

피스는 국내 원양어업계의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을 근절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착한 참치캔이 나오기까지 지난 3년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

니다. 그린피스는 2012년 9월, 국내 참치 기업 3곳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참치 통조림의 숨겨진 비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참치캔 용으로 잡아들이는 가다랑어의 수는 어마어마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집어장치는 최대 축구장 70배의 크기로 돌고래, 거북이 
등 다른 해양 생물을 함께 몰살시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집어장치 사용 금지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잡은 참

치캔 공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3년 6월, 그린피스는 ‘한국에는 없는 착한 참치’ 보고서를 발간

하고 국내 기업들에 착한 참치캔 생산을 촉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거리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시민들에게 집어장치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참치캔에 대해 알렸습니다. 특히, 추석 직전에는 녹색소

비자 연대와 함께 국내 기업들에 ‘착한 참치 선물세트’ 출시를 요구

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드디어 국내 한 생협에서 착한 참치캔을 출시하게 됨에 따라 
이제 우리도 친환경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 대표 참치 기업인 동원, 사조, 오뚜기도 지속

가능한 참치캔을 출시해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 캠페이너의 목소리

드디어 ‘착한 참치’가 나왔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드디어 한국에 채낚기(Pole and line) 방식으로 잡은 
참치로 만든 ‘착한 참치캔’이 출시되었습니다. 채낚기는 그물 대신 
낚시대로 가다랑어를 한 마리씩 낚아 올립니다. 소규모로 목표종만 
잡기에 집어장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혼획을 피하고, 해양 생태

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방법이죠. 

해양 보호 캠페이너

박태현

그린피스의

주요 해양 보호 캠페인

● 2012~2013년, 국내 참치 기업 3사의 지속가능성 평가한

 보고서 발표

● 2013~2014년, 불법어업 반대 캠페인 진행 및 관련 보고서 발표

● 2014년 10월, 착한 참치캔 국내 출시

© Paul Hilton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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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그린피스의 노력

2013년 1월, 미국은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유럽연합도 한국을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그린피스는 2013년 4월,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

서를 발표하여 한국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감 있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0일, 그린피스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

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자료집을 준비하여 관련 부처 관계자 및 국회

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자료집을 
통해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월,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으며 그린

피스는 한국 원양어업 50년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0월에 보

고서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국내 원양 
업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보조금 실태와 문제점을 국내 최

초로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책 보조금

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2013년의 그린피스 해양 보호 캠페인 활동은 한국의 불법

어업 근절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난 한국

2014년 6월, 그린피스는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업계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 원양산업에 대한 객관

적인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기존 원양산업발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원양산업의 리더인 한국이 급감하는 수산자원의 현실을 전혀 감

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어업은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을 낳을 뿐만 아니라 고갈되고 있는 공공의 수산자원을 약

탈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관리 체계로,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며 불법어업을 방치해 결국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산업 모델을 낳았습니다. 

2015년 1월 6일에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국내 원양어업을 관리하는 요소들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은 2015년 2월 10일, 
드디어 한국을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현장 시찰단은 2014년 6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방한하여 개정안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한국 원양 업계와 관련 규제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도 한국에 대한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

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근 결정에는 앞으로 국내 원양 업계와 
정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정부,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는 각자 영역에서 고유 감시망을 동원하여 개정안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업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입니다.

2014년의 그린피스 해양 보호 활동은 한국의 불법어업국 탈출에 
크게 기여했고, 시민단체가 거대한 업계의 관행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어지는 
원양산업발전법의 하위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국내 원양 업계와 미래 세대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Greenpeace / Alan Greig © Alex Hofford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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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열대우림을 지키는

삼림 보호 캠페인

그린피스는 먼 미래까지 삼림이 잘 보존되도록 삼림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0년을 목표로 하여 전 세계적인 삼림 파괴 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4년 그린피스는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세계 3대 

열대우림인 아마존, 인도네시아의 파라다이스 숲과 콩고 분지를 보호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린피스는 소중한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생산된 

샴푸, 초콜릿, 가구, 종이 제품 등에 반대합니다.

그린피스는 이 증거들을 브라질 경찰에 제출했고, ‘아마존의 은밀한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에 삼림 파괴를 막도록 더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새로이 
도입할 것을 요구했고, 전 세계 기업들에 브라질 목재 구입이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 캠페인의 결과,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많은 구매자들이 브라질 
목재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목재 무역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목재는 시장에서 ‘고(高)위험’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그린피스가 제출한 증거물로 
불법 벌목 회사들을 기소했습니다. 

콩 모라토리엄 연장

브라질 콩 모라토리엄(콩 구매 유예)이 18개월 추가 연장되어 

2016년 5월까지 유효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그린피스는 콩 
생산 확대와 아마존의 삼림 파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발표했고,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이 숲을 파괴하며 
생산된 콩을 구매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콩 모라토리엄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산업계가 내놓은 방안이

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삼림 파괴를 멈추지 않는 공급망과는 거

래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브라질의 대두(大豆) 업계가 숲을 
파괴하며 생산하겠다고 고집부리는 농장으로부터 콩을 구매하지 
않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법 벌목을 막기 위한 아마존 비밀 작전

그린피스는 아마존을 구하기 위해 비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벌

목 트럭에 몰래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해, 아마존의 외진 보호구

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벌목 현장을 위성과 항공 사진으로 포착했

습니다. 

그린피스의 2014년

주요 삼림 보호 캠페인

● 아마존 내 불법 벌목 현장 폭로

● 브라질의 콩 모라토리엄, 2016년 5월까지 연장 

● P&G 등 글로벌 기업들, 삼림 벌채 금지 정책 약속

●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삼림 보호 관심 표명

● 콩고 내 불법 벌목 현장 감시

© Ulet Ifansasti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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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P&G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2014년 4월, 자사의 공급망에서 삼림을 
파괴하며 얻은 팜유(Palm Oil)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린

피스가 1년 동안 P&G의 무책임한 구매 정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린피스는 현장 조사, 항공 측량 등을 통해 모은 
증거물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P&G가 삼림 벌채를 지원한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큰 지지를 얻어, 약 50만 명의 사

람들이 P&G에 삼림 파괴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린피스는 팜유를 사용하는 유명 브랜

드인 로레알(L’Oreal), 존슨앤드존스(Johnson & Johnson) 등도 삼림 
친화적으로 변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

탕으로 인도네시아의 파라다이스 숲을 보호하게 되면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마트라 호랑이의 보금자리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지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펄프기업 APRIL사가 리아우(Riau)제도에서 저지른 삼림 파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그린피스가 요청한 항공 비행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

습니다. APRIL은 인도네시아 삼림 파괴에 연루된 유일한 펄프 기업

입니다. 

조코 대통령은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APRIL 공급업체의 펄프 조

림지 허가를 즉각 검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입으로, 
그린피스는 삼림 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영향

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콩고의 벌목 스캔들 폭로

그린피스는 벌목 기업들이 콩고 분지 내에서 멸종 위기인 나무들을 
어떻게 벌목하며 그 나무들로 어떻게 호화로운 가구와 제품을 만

들어 유럽과 중국에 판매하는지 폭로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기업들이 불법을 행하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고, 현지 주민들에게 
신체 위협까지 가한다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우리는 콩고의 환경 
및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단체들, 활동가들, 연구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벌목 기업들의 불법 삼림 파괴와 인권 침해를 감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그린피스 캠페인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콩고 정부가 해당 기업들에 책임을 묻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삼림법이 강력하게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Lunae Parracho / Greenpeace © Paul Hilton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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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미래를 위한

디톡스 캠페인 2011년 7월 12일, 그린피스는 1년 동안의 긴 조사 끝에 ‘더러운 세탁물(Dirty 

Laundry)’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그린피스는 유해 화학물질을 방류

하는 중국 내 섬유 제조 공장들과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거대 의류 기업 사이에 숨은 

연결 고리를 폭로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 디톡스 캠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진행해 온 디톡스 캠페인의 발자국을 확인해 보세요.  

Levi’s, It’s Time to Detox

그린피스의 
주요 디톡스(Detox) 캠페인 

● 2011년, 의류 기업들이 사용하는 독성물질 폭로하며 디톡스

 캠페인 시작

● 2011년~2013년의 디톡스 캠페인 결과, 푸마, H&M, 리바이스,

 유니클로 등 10여 개의 브랜드들이 독성물질 제거 약속

● 2014년 초, 아동 의류에 있는 유해물질을 폭로한 결과 버버리와

 프라이마크가 디톡스 캠페인에 동참

● 2014년, 축구 디톡스 캠페인 결과 아디다스가 디톡스 선언

2011년~2013년의 디톡스 캠페인

2011년 전 세계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은 각국의 아디다스와 H&M 
매장 창문에 ‘물을 디톡스하라’, ‘미래를 디톡스하라’라는 스티커들을 
붙이는 액션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푸마, H&M 등의 기업들이 2020년까지 자사 제품과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2년, 그린피스는 더욱 다양한 액션을 통해 의류 기업들에 디톡

스를 촉구했습니다. 11월 26일, 전 세계 80개 도시에서 700여 명의 
활동가들이 마네킹처럼 분장하고 자라(Zara)매장 앞에서 독성물질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12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활동가들이 
리바이스 매장 앞 건물 위에 세로로 설치된 레드 카펫에서 아찔한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이 액션은 ‘이제는 리바이스가 디톡스 
할 차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리바이스에 디톡스 캠페인에 동

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리바이스뿐 아니라 자라, 망고

(Mango) 등이 디톡스를 선언했습니다.

2013년 그린피스는 대만에서 로비 활동을 진행한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이 통과되어 대만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지표를 마련했습

니다. 이어진 디톡스 캠페인의 결과로, 유니클로, 베네통 그룹, 세계

적인 속옷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을 보유한 리미티드 브랜드 등도 
디톡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Holger Weber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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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그린피스는 주로 특정 의류 제품에 집중하여 디톡스 캠

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월에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보고서 
‘당신의 옷장 안 괴물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

고서는 버버리(Burberry), 프라이마크(Primark)를 포함한 12개 

주요 브랜드 아동 의류에 숨은 ‘작은 괴물들(유해물질)’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 버버리와 프라이마크가 그린

피스 디톡스 캠페인에 동참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4년 디톡스 캠페인

독성물질 없는 깨끗한 경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기 약 한달 전, 그린피스는 ‘축구 디톡

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에 던지는 레드카드’ 보

고서를 발표하여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축구 용품에 함유된 독성물

질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위해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

한 16개 국가에서 월드컵 공식 제품으로 판매된 총 33개의 축구용

품을 직접 구입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월드컵 공인구인 브라주카(Brazuca)에서 노닐페

놀에톡시레이트(NPEs)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환경에 배출

되면 노닐페놀(NP)로 분해되는데, 이는 독성이 있는 호르몬 교란 
물질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된 아디다스 아디제로(Adizero) 축구화

에서는 이온성 과불화화합물(PFOA)과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태아에 유해한 DMF는 130mg/kg이나 검출되

었는데 이는 독일 유해물질위원회가 규정한 한도의 13배에 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34개 도시에서 액션을 
통해 아디다스에 독성물질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이 있었던 5월 28일, 10명의 그린피스 활동

가들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독성물질퇴장’, ‘DETOX 

NOW’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Detox leader

Detox loser 

결국 그해 6월 11일, 아디다스는 독성물질 제거를 약속했습니다. 
아디다스는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디톡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과불화화합물(PFCs)을 2020년까지 100% 제거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아디다스는 하천으로 배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대중

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에도 합의하여, 2016년까지 전체 공급망의 

80%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디톡스 캠페인의 이 모든 성과는 그린피스와 함께 해준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 Lim Tae Hoon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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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기준, 식량자급률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자급률 수준인 한국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특히 피해를 입기 쉬운 만큼 건강한 식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

라도, 생태 농업을 지지함으로써 우리가 먹는 식품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품 안전한 지구

〉〉 캠페이너의 목소리

2014년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 저는 많은 시간을 채소밭에서 보냈어요. 밭을 오가며 
버려진 농약 용기를 수거하고, 실험에 필요한 농작물 표본을 채취

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 일은 중국 내 농약 사용에 반대하는 새 캠

페인 ‘장바구니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있는 채소 농장들을 조사하거나, 
그 도시들의 시장에서 판매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잔여물 
테스트를 하면서 수개월을 보냈어요. 테스트 결과, 그동안 생태 농

업에 투자해 온 상하이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인도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죠. 그린피스가 설득해 온, 세계 

2위의 차(茶) 제조업체인 타타 글로벌 베버리지스(Tata Global 

Beverages)가 드디어 자사 농장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차를 
재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린피스 유럽 사무소는 벌을 죽이는 일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죠. 벌들이 없다면, 사과와 토마토 등 우

리가 먹는 식품의 1/3이 수분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채소밭에서 맡았던 농약의 독한 냄새가 기억날 때면, 우리의 
접시에 담겨진 독성이 든 음식과 오염된 강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농부들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 농업을 택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캠페인도 생각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 베이징 사무소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선임 캠페이너 
왕 징(Wang Jing)

© Greenpeace / Bas Beentj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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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후원자 여러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4년, 한국, 홍콩과 대만

에서는 후원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

니다. 그 행사들을 통해 우리는 후원자들을 직접 만나고, 여러분

의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이 놀라운 자극이 되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미소와 격려의 한마디가 그린피스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시급한 환경 문제에 맞설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린

피스 혼자서는 지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 여러분이 있

기에, 우리는 전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서 진행했던 후원자 행사와 대중 
행사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린피스 캠페인의

원동력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입니다

그린피스 혼자서는 지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 여러

분이 있기에, 우리가 같이 전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성물질에 하이킥을 날린 홍콩 시민들

소비지상주의의 대표 도시라 할 수 있는 홍콩은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축구 디톡스 캠페인 행사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

니다. 그린피스는 축구장과 유사한 배경을 만들어 놓고, 축구 디톡스 
캠페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린피스는 스포츠 용품에 사용

된 독성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대만 사진전

대만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 가까

이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 여름, 그린피스는 바다에 의존하여 살아

가는 삶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50일 동안 지룽시(Keelung)에서 개

최했습니다. 그리고 가오슝시(Gaoxiong) 영화 축제에서는 해양 보

호구역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상영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불

러일으켰습니다. 대만의 중요한 이슈인 물 부족 현상을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는 지난 3월, 타이베이에서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첫 후원자 행사를 연 서울 사무소 

2014년 7월, 그린피스는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문제를 대중에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거리모금가들은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캠페인 메시지를 
더욱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상어 인형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1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첫 후원자의 밤을 개최했습

니다. 그 행사에서 북극 보호 캠페인에 참여했던 30명의 활동가와 
북극의 일출(Arctic Sunrise)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 아이스(Black Ice)를 상영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 후원자 여러

분이 전해 준 격려와 지지의 말씀에 그린피스 직원들은 깊은 감동

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도 이어질 후원자 행사에 더욱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해 봅니다.  

© Lim TaeHoon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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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와 함께

하는 사람들 

후원자, 자원봉사자, 활동가 여러분은 그린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린피스가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미래의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린피스를 후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페이스북에서 그린피스의 포스팅을 봤어요. 아마 북극곰 사진이라, 제 눈에 띄었을 거예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동물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자극

적이고 인위적인 사물에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죠. 운 좋게도 저는 아주 멀리 오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린피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2014년부터 그린피스의 활동가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액션은 무엇인가요? 

2014년 11월에 부산 감천항에서 했던 액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 불법어업선인 인성3호를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액션이었는데요 . 저는 그때 무전기로 인성3호 선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선원들이 욕을 하면서 위협하는 상황이 두려웠죠. 그렇지만 팀을 믿었기 때문에 

액션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용기가 필요했지만, 가장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방독면을 쓸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미래를 촬영하는 ‘Mock Da Future’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사진 촬영도 재미있었지만,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초미세먼지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

었어요. 저는 원래 기관지가 안 좋은데, 특히 봄에는 기침이 더욱 심해지고 몸이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끼니까, 초미세먼지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환경을 사랑하는 그린피스 후원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라서, 대기 오염이 심할 때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침에는 상쾌했어요. 6월에 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는 그런 상쾌함을 느낄 수 없겠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뮤지컬 연습 중에 간식을 먹게 되면, 참치 김밥은 사 오지 말라며 참치가 잡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환경 문제를 주변에 많이 알리면 실생활에서 후원의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

다고 봐요.

김보영 후원자

이은정 활동가 

이거성 자원봉사자 

송용진 뮤지컬 배우

© Maria Feck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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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바로

그린피스의 힘입니다.

2014년은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모금 및 시민참여팀에게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2년 이후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후원금이 약 두 배로 증가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린 
피스 동아시아에서 후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그린피스가 우리의 지구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2014년에는 북극 보호 캠페인, 디톡스 캠페인, 그리고 불법 어업 
반대활동 등이 모두 큰 성과를 냈으며 연차보고서에는 이러한 흥미

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의 장기적인 글로벌 비전에 따라 
지역적인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홍콩, 대만, 한국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환경 보호 운동은 그린피스의 가치관 아래

에서 더욱 지속가능해지고 효과적이며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은 일절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모든 후원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린피스 캠페인은 항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는 항상 모금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피스는 후원자 개발비로 1달러를 사용할 경우 5
달러의 후원금을 모으고자 합니다. 장기 후원은 안정된 활동 기금을 
의미하며 이는 더욱 효과적인 캠페인과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장기 후원은 저희에게는 생명선과 같으며 특히 
평생 기부는 그 어떠한 지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18년 전 홍콩에서 처음 모금활동을 시작

했으며 2011년 10월에는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강력한 후원자 그룹을 이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팀은 모금 및 시민참여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더 많은 후원자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시민의 
힘을 이용한 캠페인 전개를 위해 새로운 모바일 기술도 갖추었습니다. 
대중의 참여는 후원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며 또한 그린피스 캠페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린피스의 
모금 활동을 통해 그린피스가 지구에 실제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

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린피스는 후원자, 대중, 미디어 그리고 규제기관 모두에게 후원금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이 보고서를 통해 예산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든 캠페인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록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캠페인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피스를 대표

하여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

분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진정한 “시민의 힘” 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모금 및 시민참여팀 이사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Cristina San Vicente)

2014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후원금 수입과 후원자 현황

후원금 총 수입 20,746,511,280원 

후원금 수입 내역 

개인 월 정기 후원 56%

이자 및 기타 1% 미만

그린피스 국제본부

지원 40%

개인 일시 후원 2%

재단 및 신탁 후원 2%

2014년 후원금 총 수입

20,746,511,280원 

후원자 현황 
2011년

2013년

2012년

2014년

2만 명1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 7만 명 8만 명

홍콩

홍콩 � 대만

홍콩 � 대만

홍콩 � 대만 � 한국

후원자 확대를 통한 재정 확보

그린피스는 캠페인 활동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재단으로부터 약 2% 미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하

면 주요 후원금 수입은 개인 후원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국제 NGO 책임 헌장에도 서명하였으며 윤리적인 모금활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 그린

피스 동아시아 지부 후원자 수는 총 7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많은 후원자 분들의 힘과 영향력은 지구 환경에 더욱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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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후원금 사용 내역

총 지출 비용 20,775,356,496원 

조직 관리 비용 3,432,674,304원

재무관리, IT 지원, 인사관리, 법률자문, 매니저 관리, 지역개발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총 지출 비용의 1.8%)

* 참고: 본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이며 PKT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비용 
기후에너지 캠페인 기후에너지 캠페인은 가장 핵심적인 환경 문제이기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사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핵심 임무 중

 하나인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더욱 투자하도록 전 세계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에너지
한국

· 방사능 누출 위험에 따른 안전문제 강조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촉진

51,922,656

대만 · 확장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통신 업계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토록 촉구 74,825,280 

탈핵 - 홍콩 · 원자력 에너지 공급 중단   ·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홍보   · 전기요금제 구조의 문제점 폭로 28,101,600 

스모그 여행

·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중 인식 높이는 캠페인 진행

· 대기 오염수위가 높을 경우 시민을 보호하도록 정책 개선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 중국의 유명 영화 감독 Jia Zhangke에게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알리는 영상 제작 요청,
석탄 사용에 반대하는 대중의 힘을 모으는데 활용

392,646,528

중국 동부지역 석탄

2013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 중국 동부지역에서의 석탄 소비 감소를 위해 동절기 극심한 연무 상황, 사진 자료, 건강 영향

연구 등을 통한 캠페인 확대 
60,075,360 

중국 서부지역 석탄

2013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

·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기업인 Shenhua에 내몽골지역의 석탄-액체 프로젝트로 인한 과도한 수자원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속 압박 
21,859,056 

석탄과 수자원 위기 · 석탄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특히 황허 강과 중국 서쪽 지방의 수질 및 생태계 파괴 사례 폭로 152,597,520

석탄 - 가스 글로벌 프로젝트 · 석탄-가스 산업에 대한 의문점 제기   · 환경과 수자원 문제 폭로   · 투자자들에게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알림 157,385,088

석탄 및

대기오염

석탄 사용

제한 지역

· 석탄 사용 제한된 해안 지역에서의 ‘대기 오염 조치 계획’ 실행 여부 감시

· 오염 배출 데이터와 건강영향 연구를 통해 석탄 사용 축소 촉구
73,027,584

석탄 사용

미제한 지역

· 중국의 2차 도시 및 지역에서의 대기 오염 문제에 초점

· 도시별 대기오염 리스트 발표를 통해 더욱 강력한 조치 요구 
126,505,296

에너지 솔루션 · 중국의 태양열 발전에 대한 기술적 연구 진행   · 태양열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NGO의 역할에 대해 연구 49,921,920 

북극 보호 
· 북극 원유 시추 계획을 추진 중인 기업 쉘과 파트너십 중단하도록 레고에게 압박 가하는 대중 캠페인 진행.
그 결과로 그린피스는 큰 승리를 이룸

11,902,176 

국제 기후변화 협약 ·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참석하여 더욱 책임감 있는 기후 협약을 맺도록 협상자 압박 72,756,144

한국 종합 · 프로젝트 스태프,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153,778,752

중국 종합 · 상기와 같음 633,304,800

홍콩 종합 · 상기와 같음 128,573,424

배분 ·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223,777,728

합계 2,412,960,912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비용 세부 내역

캠페인 비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인해 2014년 그린피스는, 캠페인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캠페인 내용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페인 비용

캠페인 지원 비용(모든 캠페인)

후원자 참여 활동 및
모금팀 비용 

후원자 참여 활동 및

모금팀 비용

6,937,795,152원 

신규 후원 확대 71%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12%

후원자 정보 관리 및
참여 활동 9%

후원자 정보시스템, 라이센스 및 관리 1% 미만

기타 1%
후원자 관리 6%

독성물질 제거 9%

해양 보호 12%

삼림 보호 4%
식품 및 농업 7%

기후에너지 23%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비용 

10,404,887,040원 

매니저 비용 및 기타 프로젝트 4%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활동 23%

• 미디어 모니터링   • 미디어 분석   • 멀티미디어   • 시민참여

액션 및 자원봉사 7%
• 액션   • 창고관리   • 신속대응 활동   • 자원봉사 협력

• 연구 및 조사   • 지속가능한 재정   • 공공정책

조사 및 자문 9%

홍보 및 후원자 매거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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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보호 캠페인 그린피스는 해양 보호 캠페인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은 2012년보다 92% 더 증가했습니다.

 주요 캠페인 내용은 남획과 불법 어업 방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해산물 소비 촉진이며 이는 2015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2014년 디톡스 팀은 “나의 패션 디톡스 약속” 운동을 의류와 섬유업계에 확대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도입했습니다.

삼림 보호 캠페인 2014년 그린피스는 중국의 천연림 보호를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림 파괴 반대 정책 약속과 무변화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등

 매우 강력한 삼림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해양

한국 · 한국의 불법 어업 현황 폭로 및 한국 원양 어업 정책 개선을 위해 한국정부 압박 134,819,136

대만
· 지속가능한 해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명 스시 레스토랑 체인을 압박하는 시민 캠페인 진행

· 남획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정책 마련하도록 촉구
44,135,712

중국
· 해안 지역의 남획을 알리는 사진 에세이 통해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 세계 바다의 날 온라인 대중 참여 캠페인 진행
28,596,672

대만 봄 영화 축제 · 해양 보호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대중 캠페인 진행 6,505,920 

IUU - 서아프리카 및 중국 · 아프리카 해양에서 중국 어선들이 저지른 불법 어업과 남획에 대해 일년간 집중적인 조사 진행 416,791,296

지역 해양 프로젝트 개발 · 동아시아 지역에 걸쳐 참치 보호를 위해 연구조사와 프로젝트 및 서브프로젝트 개발 37,262,304 

지역 해양 서브 프로젝트 · 어업활동에 문제가 있는 중국의 참치 기업이 홍콩 증권 거래소에 등재되는 것을 막음 18,831,600 

대만 종합 · 프로젝트 스태프,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127,722,384

한국 종합 · 상기와 같음 121,018,896

중국 종합 · 상기와 같음 115,659,936

홍콩 종합 · 상기와 같음 75,450,672 

배분 ·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143,226,672 

합계 1,270,021,104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나의 패션

디톡스 

아동복
· 아동복 잔류 유해물질에 대한 대중인식 높임 
대중 행사와 직접 행동을 통해 많은 의류 브랜드가 디톡스 운동에 참여하도록 활동

46,803,312 

월드컵 · 2014년 월드컵을 통해 아디다스가 정확한 일정과 목표 아래 철저하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지키도록 압박 33,546,096 

디톡스 프로젝트 기획 · 2015년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현장조사와 기획을 포함한 기초 작업 진행 15,342,048 

제품 검사 ·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용품의 유독성 화학 물질 검사 27,867,600 

식수 검사 · 하천 오염과 안전한 물 문제 파악을 위해 양쯔강 주변 세 도시의 수원 샘플링 및 검사 실시 113,292,288 

중금속 · 중국 정부에 중금속 오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기 위해 카드뮴 오염 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실시 84,016,656 

정책활동 - 대만 · 화학 업계에 ‘투명성’ 요구   · 지역 NGO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등록 법규 개선토록 촉구 11,152,224 

중국 종합 · 프로젝트 스태프,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355,095,792

홍콩 종합 · 상기와 같음 91,531,008 

대만 종합 · 상기와 같음 41,079,456 

배분 ·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101,673,936 

합계 921,400,416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팜유 ·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업체와 구매자에 의해 발생하는 삼림 파괴를 중단하도록 촉구 75,471,120 

펄프 및 종이 -

인도네시아 및 중국

· 2013년 삼림 파괴 금지 약속을 한 아시아 펄프 앤 펄프(APP)사를 지속적으로 감시

· APP가 파괴한 하이난의 천연림 복구 방안을 찾기 위해 워크숍 진행
16,371,936

불법 목재 · 콩고 우림을 파괴하는 중국의 불법 벌채 현황 조사 8,670,384 

중국 천연림
· 중국의 천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국 저장성의 삼림 파괴 스캔들 폭로

· 삼림 파괴에 대한 전국적 조사 실시하도록 정부 압박 
90,991,584 

중국 종합 · 프로젝트 스태프,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220,913,280 

배분 ·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47,362,464

합계 459,780,768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캠페인   2015년에 시작하는 주요 캠페인을 위해 2104년에는 주로 캠페인 기획과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농약 - 장바구니
· 세계 최대 식품 생산국이자 농약 사용국인 중국이 생태농업국으로 전환되도록 식품 잔류농약에 대한 현장조사,

GPS 추적 및 실험 실시   · 2015년 프로젝트 시작 예정
216,105,696 

지속가능한 농업 - 대만
· 농약 관련 수퍼마켓 순위 발표   
· 유럽 지부에서 준비하는 화학물질과 농약의 혼합물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작업 지원

18,232,128

비료 - 중국 · 중국 비료 프로젝트를 위한 기획, 조사 및 제안서 초안 작업 19,127,808 

유전자 변형 쌀
· 중국에서의 유전자 변형 쌀 상업화 반대 활동   ·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강조

· 유전자 변형 식품 구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 개발
60,630,912 

중국 종합 · 프로젝트 스태프,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278,354,016

대만 종합 · 상기와 같음 32,326,848

배분 ·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76,400,064 

합계 701,177,472

매니저 비용 및 기타 프로젝트   홍콩, 대만, 한국의 캠페인 방향과 전략의 수립, 계획과 실행 과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그린피스의 매니저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홍콩 · 캠페인 지휘 및 감독 158,306,400 

대만 · 캠페인 지휘, 계획 및 개발 감독 74,627,424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한국 · 캠페인 지휘, 계획 및 개발 감독 81,524,304

배분 · 지부 전체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비용 47,434,608

합계

361,8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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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및 홍보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미디어 모니터링 · 지부 내 4개국의 국내외 캠페인 기사 일별 모니터링 99,743,328

미디어 분석
· 기사 및 소셜미디어 일별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 확인 및 캠페인 메시지 평가

· 관련된 소셜미디어 데이터 관리
294,767,280

멀티미디어

· 그래픽과 사진을 포함한 시각물 및 동영상 제작과 이를 위한 현장조사

· 내부 멀티미디어 자료실 관리

· 모바일 게임 등 새로운 온라인 캠페인 도구 개발 
216,390,240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대만 · 멀티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술

· 통합 프로젝트 전략 개발 및 실행 계획 
· 그린피스 활동 적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제안

· 미디어 문의와 대중 요청 사항 응대

· 대중 조사 , 메세지 테스트 및 홍보 전략  
· 기자, 편집자,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정보망 구축

141,601,104 

한국 205,589,952 

홍콩 239,479,488 

중국 568,150,128

글로벌 프로젝트 협업 
· 글로벌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 지부 내 사무소와 국제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 실시 
4,649,616

북극 보호 캠페인의 글로벌 참여 · 홍콩, 대만, 한국에서 북극 보호 캠페인 활동 전개(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동 등 포함) 247,966,992 

온라인 참여 활동 · 이메일, 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부 내 4개국의 후원자와 시민참여 유도 166,172,832 

후원자 매거진 · 연 3회 캠페인 소식지와 연 1회 연차보고서 발행 200,100,384 

직원 개발
· 직원 정기 교육

· 지역 스킬 공유, 스토리 텔링 워크숍 등 포함
54,740,448 

역량 형성
·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 테스트

· 내용 분석 개선 및 파일럿 프로젝트 분석  
165,563,856

합계 2,604,915,648

캠페인 지원 비용

그린피스에는 캠페인 지원팀으로 불리는 전문가들이 있기에 캠페인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캠페인 현장 

뒤에서 미디어 및 홍보, 액션, 연구 조사, 온라인 참여활동을 포함한 넓은 영역에 걸쳐 일하면서 캠페이너들에게 전문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그린피스의 캠페인이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돕고 사람

들이 감동하는 이야기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우리의 활동에 귀 기울이도록 만듭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지속가능한 재무, 정책 및 

외부관리 팀은 우리와 금융업계, 정부관료, 그리고 기타 투자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 대중 참여 및 자원봉사자 협조

연구, 조사 및 특별 자문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교육 및 장비
· 비폭력 직접행동 교육 및 등반 교육   · 등반 장비 구입 및 관리

·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장비 활용법 파악 
107,188,848

창고 ·  액션 장비 창고 대여, 관리, 수리 138,411,072 

액션 및 시민참여

대만

· 액션 계획, 실행, 활동가 개발, 협업, 물류, 예산관리 및 법적 평가

·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 내 시민참여 활동 지원  

38,541,744 

홍콩 143,791,488 

한국 87,048,000

중국 113,121,936

지역 액션 활동 협조 · 액션 교육 협조, 전반적인 액션과 시민참여 활동 협조 및 지휘 29,586,528

자원봉사자 - 대만 · 자원봉사자 채용 및 개발 33,435,648 

신속대응 - 다롄 · 2014년 6월 중국 다롄에서의 폭발 사고 발생 이후 원유관 누출 상황 조사위해 조사팀 파견 1,453,968

합계 692,579,232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연구 역량 형성 
· 교육 및 장비 워크숍   · 스카우트 활동 및 샘플링 교육 준비

· 안전 운전 교육   · 온라인 리서치 강화   · 워크숍, 위험 평가 및 보안
156,819,312

조사 및 연구 · 지역 내에서의 협조 및 지휘 33,352,560

조사 및

연구 

중국

·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조사의 계획, 협조 및 실행(인터넷 조사 및 현장 조사)

· 혁신: 정보 공개와 크라우드 소싱 테스트 
· 주요 환경 사고 감시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문 제공 

252,247,968 

홍콩 6,769,296

대만 28,765,008

한국 40,986,720

자문

정책 및 외부 업무

·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부 및 UN과 연락하여 자문 제공

· 정부 주요 인사, 조사기관 및 NGO와 유대 관계 유지

·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및 캠페인 관련 세미나 참여 
171,190,656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및 실행, 그리고 전문적인 자문 제시 
· 투자 및 금융 커뮤니티 참여    
· 연례 유럽 상공회의와 같은 공개 비즈니스 포럼 참석 

290,027,232

합계 980,1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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