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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네오섬 마을 주민의 손을 잡고 있는 랑구르.  

랑구르를 비롯한 오랑우탄, 각종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팜유 생산을 위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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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추가 하시고 최신 캠페인 소식을 받아보세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3. 북극 트롤 어업 중단

4. 지구를 위한 소비

9. 안전한 장바구니

2. 마이크로비즈 그만!

5. 디톡스 아웃도어

6. 갤럭시를 구하라

1. 원시림 보호

10. 석탄 OUT

12. 파리기후협약 발효

7. 560 국민소송단

11. 남획 중단

8. 태양광 에너지 사무소

2016년 함께 만든 변화

© 일러스트 : 이민진

12. 파리기후협약 발효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동의하다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손잡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95개 당사국들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 태양광 에너지 사무소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사무소

타이베이 사무소는 친환경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72개의 태양광 전지판은 사무실 전기  

사용량의 약 36%를 만들어내는데요, 향후 더 많은 에너

지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갤럭시를 구하라

지속가능한 스마트폰으로 전환

2016년 11월, 그린피스는 연이은 폭발 사고로 인해  

리콜 처리된 갤럭시노트7 430만 대 전량 폐기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와 시민들은  

삼성전자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삼성전자는 전량 폐기 대신 친환경

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디톡스 아웃도어

유해화학물질 없는 자연을 위해

그린피스는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의 방수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PFC 사용중단을 위한 캠페인

을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파라모, 바우데 등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디톡스를  

약속했으며, 올해 초에는 고어사 섬유사업부가 유해성 

PFC 사용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7. 560 국민소송단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하는 탈핵

서울 사무소와 평범한 시민 560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

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의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

하며 지난해 9월 건설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제기했습니

다. 시민들은 “원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

한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주셨습니다. 

2. 마이크로비즈 그만!

미세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위한 변화

그린피스는 치약, 세안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시아 지부는 물론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함께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 식약처는  

씻어내는 화장품과 치약 등 일부 의약외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4. 지구를 위한 소비

지구를 고갈시키는 과잉소비 중단 캠페인

그린피스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제작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패스트 패션’에 문제를  

제기하고 과잉소비를 줄여나갈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홍콩의 쇼핑거리 코즈웨이베이와 타이베이  

시내에서는 키가 2.5m에 달하는 소녀가 쇼핑백을 들고 

거리를 거닐며 액션을 펼쳤습니다. 

3. 북극 트롤 어업 중단

북극 바다를 파괴하는 트롤 어업 중단

작년 5월, 맥도날드와 테스코를 비롯해 대형 글로벌  

해산물 기업들이 북극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던 파괴적인  

저층 트롤 어업(해저에 대형 그물을 드리우고 바닥의  

물고기를 끌어서 낚아 올리는 방식)을 중단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북극 바다를  

파괴하는 트롤 어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10. 석탄 OUT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쇄

서울 사무소는 한국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 ‘살인면허: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강피해’를 발간하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한편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대기오염배출 

기준 강화 조례가 재정됐습니다.

1. 원시림 보호

대왕판다의 서식지를 지키다

그린피스는 2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중국에 위치한 

1,300만㎡에 달하는 원시림이 심각한 불법 벌목으로  

훼손되어 대왕판다가 위기에 처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1월, 쓰촨성 정부는 불법 벌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세계 최대의 대왕판다 서식지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 남획 중단

대만 원양어선의 새로운 규제 법안

대만 정부는 2016년, 87년만에 불법 원양어업을 규제

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1,300척에 달하는 대만 원양어선들이 작업 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대만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커다란 변화입니다.

9. 안전한 장바구니

중국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농산품 농약 조사

베이징 사무소는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중국  

전역 8개 도시의 6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샘플을 채취해 조사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무려 87%의 제품이 과도한 수준의 농약을 포함하고 있

었습니다. 그린피스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의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과 경영진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사무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 2016년 키워드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피스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든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라면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압박과 장애물  

속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지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쯔이팽청

사람 중심

그린피스의 변하지 않는 정신은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금 및 시민참여, 캠페인은 모두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신 모든 참여들은  

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도전이 놓여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멋진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현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무력 충돌 등 모든 사회 문제들은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벅찬 일이지만, 그린피스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든 다양성을 가진 삶을 지원하는, 푸르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보다 빠르고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드는 방식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그린피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비전을  

전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부 프로그램 총괄이사  

카르멘 그라밧

지속가능한 혁신

우리는 해가 바뀔 때나 생일처럼 변화의 주기가 찾아올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2016년은 그린피스에게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야만 하며, 정치적  

환경이나 경제 전망을 포함한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 

해야 합니다. 작년 그린피스는 혁신을 추구해왔으며, 다양한  

전문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캠페인을 만들 수 있

도록 힘썼습니다. 그린피스는 다변화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부 재무 총괄이사  

마갈리 레예스 헨켈

조직 변화

조직 변화는 세계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모든 조직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우리는 긍정적

이고 헌신적인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

한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동료들과 후원자님

들처럼, 저 역시 그린피스의 캠페인이 승리할 때마다 매우  

흥분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후원자님과 그린 

피스가 함께 노력해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린피스의 이사회를 소개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이사회는 1년의 예산과 연차보고서를 승인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전 세계 그린피스의 협동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하는 이사회 연례총회에 참석할 수탁자를 임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투표권이 있는 자원봉사자와 활동가, 국가 및 지역사무소의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현재 총 5명의 이사진이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 의장은 변호사인 산토시 페이입니다.

“그린피스는 과학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활동은 

최전선에서 다양한 환경 파괴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이사로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제 기술과 경험이 이사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화와 전 세계 그린피스 조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 도전이었지만, 다양한 문화가 화합하는 매우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태동

환경 관련 자선활동 전략가 

아이룬 양

교육가, 아동교육 및 다문화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가 

씨에 레이

NGO 연구원 & 지역사회 기획자 

창 웨이 치우

이사회 의장 / 변호사   

산토시 페이

그린피스의 미션과 핵심가치

미션  •생물다양성 보호 

•해양, 토양, 대기, 수질의 오염과 남용 방지 

•모든 핵 위협의 종결 

•세계 평화, 군비 축소, 비폭력

핵심가치  •긍정적인 행동 

•신뢰  

•글로벌 

•독립성 
동아시아 지부 경영지원 총괄이사  

워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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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1  기후변화

왜 우리는 기후변화와 싸워야 할까요?

2016년은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해였습니다. 이런 극한기후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상화될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16년은 기후에너지 캠페인을 위해서도 특별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가능한 빨리 

석탄화력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거의 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석탄 산업에  

투자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비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을 맞아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 1.5℃ 유지와  

화석연료 중단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움직임을 가속화 

해야 합니다. 더러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을 부수기 위해 모든 분야가 

협력해야 합니다. 

후원자님이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  100%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 및 정계의 장벽 허물기

-  화석 연료, 특히 석탄이 대기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

-  석탄 및 주요 탄소 오염 사업 및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한 캠페인 확대

-  기후변화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림과 바다를 중심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간직한 생태계를 보존, 보호 및 복원

-  지구 온난화를 1.5℃ 이하로 제한시키기 위해 지속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추세를 변화시키기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그린피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단지 그린피스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후원자님들이 없었다면 더욱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기후 위기에는 우리의 힘이 필요

합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와 함께 지구의 편이 되어 주세요. 힘든 도전이 되겠지만, 그만큼 더욱 흥미진진하고 성공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부 프로그램 총괄이사 

카르멘 그라밧

© Subrata Biswas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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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은 채굴, 운송을 거쳐 석탄발전소에 최종 공급되기까지 전 과정 

에서 자연을 심각하게 오염시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린피스는 

석탄에너지의 폐단을 알리며 각국 대표와 기업들이 석탄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왔으며, 현재까지 2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철회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2천억 원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에 공기오염 문제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7월, 한국 정부는 국내 석탄발전소 설비의 12%에 해당하는  

10개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법적 규제도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개

그린피스는 매회 UN기후변화협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찰단을 파견해 각 국가 및 기업 대표들에게 전문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작년 11월 4일, 197개 국가에서 통과한 ‘파리기후협약’이 정식 

으로 효력을 발휘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UN조약을  

실현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7개국

그린피스는 중국의 석탄발전 산업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하며,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면 확대를 촉구해 왔습니다. 2016년  

중국은 13개 성(省)의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중단한 것을 포함해,  

석탄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0월엔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생긴 이래 최초로, 건설 중인 30개 석탄 

발전소의 개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1st.(최초)

그린피스는 대만에서도 수년간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을 펼쳐왔습

니다. 작년 9월 대만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발전 강령’ 수정초안에 

그린피스는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전했습니다. 올해 1월 11일, 대만

은 ‘전기사업법’ 수정안을 통해 사용자에게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판

매, 공영전력공사 재편 등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탈 석탄을 

원하는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탄소제로’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 발맞춰가게 된 것입니다. 

1월 11일

여러분과  
전 세계의 목소리가  
이끌어 낸  
기후 보호를 위한  
성과

에너지 혁명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목표를 위해 약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결을 위한 그린피스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합니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을 숫자로 소개합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는 광범위하게 석탄을 사용해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의 탄소배출은 온실가스의 주범

으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전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2011년 

부터 적극적으로 ‘석탄시대의 종결’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5년 간  

이미 전 세계가 저희와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5년

그린피스는 필리핀의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46개 글로벌 화석 

연료기업이 기후변화를 가중시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조사 

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CHR: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촉구했습니다. 2016년 CHR은 이 46개 기업들에  

서신을 보내고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46개 기업 

북극은 석유 시추 및 지진파 탐사, 기업형 어획 및 기후변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북극보호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800만 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  

및 지도자들에게 북극 보호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00만 명

© Maja Bota / Greenpeace

© Jeremy Sutton-Hibbert / Greenpeace © Tim Aubry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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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력발전소,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캠페인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

하며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그린피스는 국

내에서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의 건강피해

에 대해 조사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총 

1,02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그린피스의 ‘살인면허: 신규 석탄화력발

전소의 건강피해’ 보고서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는데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

인 충남지역의 건강피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강

원, 경남, 전남 지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그린피스는 지

역사회의 환경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그린피스와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대 총선에서 당진시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공개하고, 후보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20년 이상 운영한 발전소는 환경 설비

를 강화하고 엄격한 배출 규제를 적용할 것이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 외에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나가는 의미 있는 첫 걸

음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재해 있습

니다. 정부에서 현재 짓거나 계획 중인 석탄발전

소만 해도 14개에 달하며, 그 규모는 폐쇄되는 발

전소에 비해서도 5배나 많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석탄 시대의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의 에너지 혁명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습니다. 석탄은  

기후변화의 주범이자 초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석탄의 시대와 작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날

까지,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석탄의 종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전 세계가 거부하는 ‘석탄시대’
폴란드 정부는 유럽 최대의 탄광 개발 계획이었던 노천 탄광의 승

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와 호주 지역 커뮤니티

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현지의 노후 화력발전소 한 곳이 2017년

에 영구 폐쇄됩니다. 미국에서도 현지 지역 커뮤니티와의 힘을 합

쳐 서부 해안 지역의 석탄 부두 신설을 저지했습니다.

네덜란드 의회는 투표를 통해 2030년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

을 5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목표가 실현되려면 현지의 

모든 석탄발전소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린

피스는 현지 에너지 기업인 엔지(Engie)그룹의 동향을 주시하며 

석탄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라는 무시

할 수 없는 시민들의 요구에 엔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고

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400만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2018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총

리의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도 나란히 진행
2016년 중국은 13개 성(省)의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중단, 국가

에너지국 역사상 최초로 30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 3년 연속 

신규 탄광 개발 중단 등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각하고, 많은 도

시의 초미세먼지(pm2.5)는 계속 최고 위험 수준을 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더러운 석

탄을 몰아내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미래를 위한 탄광 투자 철회
2016년 4월, 그린피스는 화베이전력대학과 연합해 발표한 ‘중국 

석탄 발전 프로젝트의 경제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석탄 산

업 전반이 2017년이 오기 전에 적자에 직면할 것이며 중국정부는 

석탄발전기업에 대한 맹목적 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

다. 7월에 발표한 ‘식지 않는 중국 석탄발전 열풍’ 보고서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과잉 공급되고 있는 석탄발전에 1.4억 위안

(약 231억 원)의 투자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제 기금들은 탄광산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환경 리스크를 염려해, 지난 3년 간 전 세계 석탄기업으로

부터 철회된 기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환경과 투자이익 모두

를 지키는 방법은 투자 철회입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미래는 없습니다”
대기오염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각국의  

정부가 이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수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석탄의 시대를 끝낸 

다면 기후변화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못된 길이란 것을 알면서도 화력 발전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죽음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

습니다.

글로벌 석탄 캠페이너  

라우리 뮐리비르타

© Taekyong Jung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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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함께했으며 이 포럼에서 그린피

스는 한국의 IT산업의 미래에 재생가능에너지가 어떤 영향을 미

치게 될지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올해 1월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보고서를 통해 

여러 유명 인터넷 기업 및 IT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운용 실태를 

평가했으며,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왓츠앱 등이 좋은 평가를 받

았습니다. QQ(Tencent), 바이두, 알리바바 등 동아시아 지역의 

IT 선두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더러운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에서 D등급을 받은 삼

성SDS 본사 앞에서 ‘D’를 형상화한 대형 트로피를 전달하고, 하

루 속히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린피스 사무소도 재생가능에너지로!
그린피스 역시 에너지 혁명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린피스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인터넷 기업을 우선적으

로 선택해 사용합니다. 미국 워싱턴 사무소의 서버 중 30여 개는 

캐나다 리자이나주 서부에서 생산된 풍력에너지로 운영됩니다. 

동아시아 지부의 타이베이 사무소 역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

합니다. 제약이 많은 낡은 건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실험하기 위해 사무실 옥상에 태

양광 패널 72개를 설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사무실 

사용 전력의 36%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워크숍
2016년 7월, 그린피스는 중국의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

과 함께 더 많은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청정에너

지 워크숍 ‘파워랩(PowerLab)’을 개최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

이, 선전에서 차례로 세 차례의 워크숍을 열었고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기업 등 관련 종사자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 선정된 

4개 단체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7개 단체와 11월 200명의 업계 인

사 및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문

가들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자금 융통과 비즈니스 모델의 병목현

상 등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그린피스의 새

로운 실험입니다. 업계 인사들의 관심과 인정을 얻는 것뿐만 아니

라, 그린피스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수립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재생가능에너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난 5년 간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는 점점 더 강해져 왔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현재 가장 각광 받

는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 비용이 석탄보다 낮아지면서 각국 정부

와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 역시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지난 

11월 4일, 197개 국가에서 통과한 ‘파리기후협약’이 정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어 모로코에서 열린 제22회 기후협약에

서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1.5℃ 이내로 줄이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했습니다. 주최국인 모로코

는 2030년 이내에 국가 전력시스템의 5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린피스 역시 세계 곳곳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을 펼쳤습니

다. 브라질에서는 ‘에너지 혁명’ 보고서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교통·운송뿐 아니라 전력 개혁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그린피스와 재생가능에너지 업계의 노력 끝에 

관련 정책을 재정하고, 도시 및 농촌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을 할 수 있도록 비준했습니다.

당신의 인터넷은 깨끗한가요?
2010년부터 그린피스는 ‘Cool IT’ 프로젝트를 통해 IT기업들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IT와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

“여러분의 행동이 석탄 없는 미래를 가져옵니다”
그린피스가 처음으로 세상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

환을 촉구했던 때를 돌이켜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에너지 개

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계가 계속 힘을 모아 깨끗한 미래를 위해 행동

해야 합니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 모건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지구 

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를 막기 위해 더욱 속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그린피스는 2016년

을 재생가능에너지로 향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전진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파란 불이 켜지다

© Maja Bota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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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푸른 왕관, 북반구 침엽수림
작년, 그린피스는 북반구 침엽수림 파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

작하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서북부

에서부터 스웨덴과 핀란드, 러시아까지 이어져 있는 북반구 침

엽수림은 2만 종이 넘는 진귀한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엄청난 양

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 변화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

다. 하지만 북반구 침엽수림은 개간, 채굴, 대규모 벌목 등으로 심

각하게 파괴되어 동물들의 이동로와 원주민들의 터전이 훼손되

었습니다. 또한 숲이 파괴되면 나무와 땅에 저장되어 있던 대량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 폭탄’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

니다. 이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환경 재앙입니다.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대산호초
기후변화는 바닷속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온난화

는 바닷물의 온도를 높이고 산성화시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인 

산호초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인 호주의 대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산호초들은 빠르게 백화되어 

22%가 폐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작년 

9월 호주 신임 환경부장관에게 산호초

를 파괴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

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북극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리도록 
북극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험의 최전

선에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

출의 주범으로, 북극의 파괴를 앞당깁니

다. 또한 석유 기업들은 앞다투어 북극 

팜유 기업에게 삼림 파괴 중단을 요청하다 
인도네시아 우림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팜유 및 펄프 기업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재 인도네시아의 대다수 삼림은 지도에 제대로 표시된 적이 없고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훼손되고 화재가 난다 해도 책임을 묻기 어

렵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주민들은 물론 오랑우탄, 수마트

라 호랑이 등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낙원을 지키기 위해 쌍방향

(interactive) 지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들의 벌목 및 석탄 채

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삼림 파괴의 현장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불도저로 무차별 훼손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우림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전 세계 27만 명의 서명을 받아 6개의 팜

유 생산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게 숲

을 파괴하는 팜유 기업에 융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주 

후 HSBC는 삼림을 파괴하는 팜유 기업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

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숲을 파괴해서 생산된 팜유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약속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운영 실태를 수년간 감독해왔

습니다. 작년 총 14개 기업들을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일

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

들과 함께 존슨앤존슨, 펩시콜라 등 최하위 기업에게 인도네시아 

삼림 보호를 위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석유 시추에 매달리고 있어, 섬세하고도 독특한 북극 바다 생태계

는 석유 유출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노르웨이 정부는 스타토일을 비롯한 많은 석유기업에게 

북극 바렌츠해에서의 시추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와 노르

웨이 지역 단체 네이처 앤 유스(Nature & Youth)는 바렌츠해 시추 

허가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노르웨이 헌법에 위배된다

는 이유로 오슬로 지방법원에 노르웨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

기했습니다. 또한 북극 이누이트 원주민들도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캐나다 정부가 석유기업에 지진파 공기총 탐사를 

허가했고, 이누이트 사람들은 상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주민들을 돕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으며, 고래

전문가와 과학자, 영국의 유명 배우 엠마 톰슨이 그린피스의 환경감

시선 ‘북극의 일출’호를 타고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세계적인 피

아니스트 루도비코 아인아우디는 그린피스와 함께 북극을 방문해 

‘북극을 위한 비가’를 연주하며 북극이 처한 현실을 알렸습니다. 

모든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북극, 북반구 침엽수림, 인도네시아의 밀림, 바닷속 산호초 

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는다면 다양한 생태계의 균형도 지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면 모든 생태계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Ardiles Rante / Greenpeace

© Jannes Stoppel / Greenpeace

© Pedro Armestre / Greenpeace

© Dean Miller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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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쌀을 위한 ‘오리 크라우드 펀딩’

최근 유기농 및 생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

르면 소규모 농가들은 높은 초기 비용과 시간, 사회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런 농부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작년, 그린피스는 중국 흑룡강성의 우창 지역 농민들과 함께 ‘생태 농업을 위한 쌀 오리 입

양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쌀 오리 농업’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오리가 해충을 잡아 먹도록 하는 전통적인 벼농사 양식으로, 그린피스는 온라인

을 통해 시민들이 오리를 입양해 농가에 후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

해 총 2천 마리의 오리가 농가에 입양되었으며, 후원자들은 처음으로 수확된 친환경 쌀을 

받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대성공으로, 2017년에는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하였으며 유기농업으로

의 전환을 원하는 농가들을 지원하고 안전한 유기농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연결하고

자 합니다. 

또한 그린피스 베이징 사무소는 월마트와 롄화를 비롯한 6개 주요 슈퍼마켓에서 판매되

는 채소들의 농약 잔류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샘플의 87%가 과도한 농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식약청(FDA)은 중국에서의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고객들은 저를 신뢰합니다. 단지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가치를 추구하

는 친구에 가깝지요. 유기농 식품은 아무런 첨가물이 없고, 재료의 참맛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비옥한 땅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발전했지만, 그만큼 아름 

다운 지구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는 대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자연은 물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Challenge 2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

지구와 사람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허우 슈잉 씨는  

상하이 근처에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Júlia Mente / Greenpeace

© Chen Yiyan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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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탈핵! 560 국민소송단
국내 사상 최대 규모 5.8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작년 9월 12일, 

그린피스와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원안위를 상대로 한 

국내 최초의 원전 건설 허가 취소 소송입니다.

고리원전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로 밀집도도 높고, 인

근 30km 안에 38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지진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 재난

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

았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신고

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승인은 

고리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

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

습니다. 법정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하나 하나 면밀히 입증하겠

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의 짧은 모집기간에도 불구하고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

국 각지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전제

시민들의  
힘으로 만드는  
원전 없는 미래

‘행동으로 만드는 변화’는 그린피스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해, 또 미래를 위해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있기에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전 

없는 안전한 미래를 위해 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 

합니다.

로 대한민국의 시작,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

이 2017년 6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국민소송단에 

참여해주신 치과의사 정석영 님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우

리가 원하는 원전 없는 재생가능에너지 세상이 온다고 말합니다.

“560 소송단에 참여하면서 원자력에너지·환경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게 됐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도 되는

구나란 자신감도 생겼고요. 최근 고리 1호기를 시민의 힘으로 정

지시켰듯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에서 승리하면 더더

욱 주변에서 원전의 위험성과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지 않겠어요?”

‘단계적 탈핵! 560 국민소송단’ 이야기를 홈페이지에서 만나세요

nonewnukes.greenpeacekorea.org

신규 원전 반대를 위해 나선 활동가들
한편, 2015년 고리원전 앞에서 평화적직접행동을 펼쳤던 그린

피스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폭처법 무죄’ 판결

을 받았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앞에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신규 원전 건설 반대를 요구했던 

5명의 활동가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

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작년 7월 22일 진행된 1심에서 공동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서는 미신고 시위라

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시위 장소가 원

전 부지 밖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

하고 방식이 평화적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

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원

자력발전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

고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표현한 

것”이라 밝힌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

다. 소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의 미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선 활동가들

의 평화적 행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합

리적인 문제 제기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선 어머니들
일본에서도 시민들이 원전의 위험으로부

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

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피난생활을 하

고 있는 네 명의 어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 아직 후쿠시마에서는 높은 방사선 수치를 보이고 있는 데도 불

구하고 일본 정부가 피난지시를 해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피

난지시가 해제되면 피난민들이 매달 받고 있던 주거 지원금도 1년 

후면 끊기고, 경제적인 이유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피난민들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소노다 

씨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재앙의 고통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 서려고 합니

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매년 후쿠시마 사고 지역의 방사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에

서 약 28km 떨어진 이이타테 마을을 방문했으며, 이 지역의 방

사선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복구하는 데 적어도 30~4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본 정

부는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Yeosun Park / Greenpeace © Noriko Hayashi / Greenpeace

© Taekyong Jung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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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심장, 그 곳에 사는 사람들
문두루쿠족 원주민들은 아마존을 흐르는 타파조스강을 자신들의 집이

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브라질 정부가 이 강에 초대형 댐을 짓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싸워왔습니다. 강은 그들

에게 식량을 주고, 교통수단이 되어주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

기 때문입니다. 문두루쿠족 사람들은 “강은 우리의 핏줄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브라질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

부는 타파조스강에 무려 43개의 댐을 건설하려 합니다. 댐이 건설되면 

엄청난 면적의 숲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망가뜨리고 문두루쿠족 사람들의 인권

과 삶의 방식을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타파조스강이 파괴되면, 아마

존의 모든 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강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

고, 타파조스강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을 원치 않아요.”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 루사 씨는 말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땅

에서 추방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

니다. 문두루쿠족이 정부로부터 그들의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댐의 건설을 멈출 수 있습니다. 땅에 대

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그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작년, 그린피스는 문두루쿠족을 돕기 위해 “아마존의 심장을 지

켜주세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 120만 명이 넘는 시

민들이 초대형 댐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그린피스와 

시민들, 문두루쿠족 원주민들은 독일의 지멘스 본사 앞에서 댐 건

설을 위한 부품 납품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8월, 브라질 정부는 계획 중이었던 가장 큰 댐 건설

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문두루쿠족의 땅이 공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영토

를 구분하는 표지판을 함께 세웠습니다. 11월, 문두루쿠족 사람

들은 법무부를 찾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루사 씨는 “지금은 문두루쿠족 사

람들의 투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편에 

함께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후원자님들 역시 마찬가지

리라 믿습니다. 

환경과 인권이 만나는 곳
대만의 참치류 어획량은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크지

만,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불법적이고 충격적인 관행이 널리 퍼

져 있습니다. 2015년 10월, 대만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옐

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이 판을 치는 대만 원양어선들

의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린피스와 5만 명의 시민들은 대만 정

부에 어업 관리법 개정을 촉구했고, 작년 7월 대만 정부는 새로운 

수산업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작년 4월, 그린피스는 치밀한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 및 100

명에 달하는 원양어선 선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만 어선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선원들은 

상습적인 폭력과 잔업에 시달리면서도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았고, 

때로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어업과 인권 문제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문

제의 일부입니다. 파괴적인 IUU 어업은 물고기의 양을 줄어들게 

하고, 이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며, 결국 회사는 선원들의 인권을 

포기해 그 균형을 맞춥니다. 대만 정부는 선원들의 학대 문제가 

일부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그린피스의 보고서는 이런 학대가 

업계 전반에 퍼져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먼 바다 

에서 벌어지는 불법 남획 문제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인권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 Otávio Almeida / Greenpeace

© Otávio Almeida / Greenpeace © Pierre Gleizes / Greenpeace

환경의 파괴는  
인권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급속한 세계화로 많은 환경 문제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숲의 파괴는 원주민 

들의 삶과 이어지고, 원양어업의 문제에는 외교나  

경제, 인권 문제가 함께 대두됩니다. 그린피스는 

환경단체이지만, 자연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 Valdemir Cunha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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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3  해양 쓰레기

작지만 위험한 악당,  
마이크로비즈

우리의 바다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에 잠식당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바닷새의 날개에 얽히고, 거북이의 목을 조르며, 돌고래의 숨을 막습니다. 바다에는  

독성을 가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작년, 그린피스는 

시민들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멋지지 않아요

그린피스는 남획, 포경 반대 및 기후 변화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해양 보호 캠페인

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는 거대한 위협이 되어 우리의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생산한 것 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

했습니다. UN이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이라고 칭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작년, 그린피스의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 중 하나는 가장 위험한 플라스틱 오염원 

중 하나인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비즈는 너무 작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습니다. 주로 바디 스크럽제, 치약 등 생활 용품에 사용되며 그 입자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하수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플라

스틱은 주변의 독성물질을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어, 먹이로 착각한 물고기가 마이크

로비즈를 먹게 되면 중금속을 비롯한 독성물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해양 생물에게만 

유해한 데서 그치지 않고, 해산물을 먹는 인간에게까지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몇몇 국가들은 이미 일부 제품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가 모든 마이크로비즈의 제조,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체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마이크로비즈를 대체할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마이크로비즈를 생산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그린피스의 캠페

인 역사상 가장 빠르게 효과를 발휘했으며, 짧은 기간 안에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

을 약속하는 기업과 정부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향후 지속적으

로 마이크로비즈는 물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Lauren Warnell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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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월 6일_한국, 홍콩, 대만
그린피스는 홍합, 바다가재 및 참치와 같은 인기 해산물을  

포함한 170종의 해산물에서 마이크로비즈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우리의 식탁에까지 연결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비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_한국, 홍콩, 대만
그린피스는 제품 생산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중단하도록  

기업들에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전 세계 상위 30개 화장품 및 위생용품 기업

들의 마이크로비즈 정책을 조사하고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마이크로비즈 정책은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혼란스럽고 허점 역시 많았습니다.

8월 2일_한국, 홍콩, 대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스티로더, 코세, LG생활건강,  

암웨이가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글로벌 정책을 공개하고 

2018년까지 모든 마이크로비즈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8월 4일, 9일_한국
8월 4일과 9일, 서울 사무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마이크로 

비즈 문제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와 평화적직접행동을 진행 

했습니다. 4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그린피스 활동가가 치약맨  

복장을 하고 시민들을 만났으며, 9일에는 한강에서 대형  

마이크로비즈 모형을 한강으로 던지고 이를 건져내는 퍼포

먼스를 진행했습니다.

8월_홍콩
그린피스 홍콩 사무소는 소매점에까지 캠페인을 확대했습니다.  

40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조사팀은 왓슨, 매닝스,  

사사, 봉쥬르 등 화장품 판매 체인점들을 찾아가 마이크로 

비즈가 포함된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조사팀이 확인한 

1,413개 제품 중 거의 절반은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지 않

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제품에 

주의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점들 역시 해양 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8월 26일_홍콩
코즈웨이 베이와 몽콕은 홍콩의 유명한 쇼핑 거리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곳에서 초밥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마이크로 

비즈로 덮인 가짜 초밥을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초밥 요리사 역할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스테판은 “마이크로 

비즈로 덮인 초밥을 받은 손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퍼포먼스는 시민들에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마이크로비즈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알렸습니다.

9월 7일_한국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9월 12일_홍콩, 대만
그린피스는 후원자님들과 지지자들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타이베이 사무소에서 제작한 “플라스틱을 덜 쓰는 9가지 방법” 

페이지는 최고의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9월 30일_한국
한국 식약처는 2017년 7월부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씻어 

내는 화장품의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부터는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식약처가  

환경적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화장품 관련 조치를 개정한 것

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0월 7일_홍콩
그린피스는 지역의 청년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인 케빈 청과 

함께 300개에 달하는 비닐봉투를 사용해 5×2m 크기의  

거대한 물고기를 만들어 침사추이 문화센터 앞에 전시했습

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설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1월 10일_대만
대만 정부는 2018년까지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모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5일_대만
그린피스는 마이크로비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 10곳의  

대형 화장품 매장과 업체들의 점수를 매기고 소비자와 지구

에 대한 책임을 다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모든 기업들이 사용 성분을 명확히 기재하고,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7
1월 28일_한국
한국은 치약, 치아 미백제품 및 구강 세정제를 포함해 마이크로 

비즈 금지 조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치아에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마이크로비즈는 일반적으로 세안용  

마이크로비즈보다 작기 때문에 해양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2월 5일_대만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대만의 환경보호청 건물 전면의 외벽에  

매달려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고 시민들에게 매년 8백만 톤  

이상이 버려지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알렸습니다.

4월 11일_홍콩
유명 화장품 유통 업체인 왓슨 그룹이 2019년 말까지 마이

크로비즈를 함유한 모든 씻어내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홍콩의 마이크로비즈 퇴출이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74,510명의 시민들과  
그린피스는 변화를 원합니다!

후원자님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지원과 참여 덕분에, 동아시아 지부의 마이크로비즈 캠페인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냈습

니다. 작년 그린피스가 우리의 바다에서 위험한 마이크로비즈를 퇴출하기 위해 함께 이루어낸 변화를 소개합니다.

© Junggeun Park / Greenpeace © Patrick Cho / Greenpeace © Tai Ngai Lung / Greenpeace

© Jungyeob Ji / Greenpeace

© Chia-da Huang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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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태현: 함께 일하는 분들의 관점, 진취성, 긍정적인 모습, 혁신적인 면까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홍콩에서는 자원봉사

자 분들이 정말 멋졌어요.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매장을 방문해서 제품 정보들을 모아 주셨죠. 

옌닝: 정말 동감해요. 홍콩 사무소는 ‘플라스틱’ 초밥 포장마차나 대형 비닐봉투 생선 전시같이 정말 흥미로운 이벤트를 

진행해요. 한국 사무소는 멋진 사진과 비디오를 만들어서, 홍콩과 대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서명에 참여해주셨어요. 

폴리: 불과 몇 달 만에 한국과 대만 정부는 마이크로비즈 금지 법안을 발표했지만 홍콩에서는 아직이에요. 캠페인의 성

공을 위해, 서울과 타이베이 사무소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려 해요!

Q. 동아시아 지부의 다른 사무소와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옌닝: 동아시아의 다른 사무소와 일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계획에서부터 전략수립, 자료 공유에 이르기까지 

아주 원활했어요. 또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부가 마이크로비즈를 퇴출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폴리: 옌닝과 태현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캠페이너에요. 우리는 제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넘치는 의욕으로 뭉

쳐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죠. 결국 마이크로비즈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됐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마이크로비즈

가 과거의 일이 되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현: 다른 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한 것은 이번 캠페인이 처음이었어요. 정보와 경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

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멋진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팀이었어요!

Q. 동아시아 지부 해양 플라스틱 오염 캠페인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옌닝: 이번 캠페인이 빠르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느

꼈어요. 타이베이 사무소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 중인데요, 지역사회, 대학 등 시민들과 더욱 

긴밀하게 힘을 합쳐서 정부와 기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폴리: 그린피스만의 힘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정부와 기업이 변화하려면 대중이 함께해야 합니다. 

올해 홍콩 사무소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 해요.

태현: 마이크로비즈는 정말 다양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중 일부일 뿐이에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기 위

한 중요한 첫 발걸음을 동아시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플라스틱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 기업, 정부가 

각 자리에서 이 거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이크로비즈 없는 바다를 위한 커다란 변화,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로비즈 캠페인은 어떤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동아시아 지부에서 함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울 사무소의 박태현 캠페이너,  

타이베이 사무소의 옌닝 캠페이너, 홍콩 사무소의 폴리 웡 캠페이너가 마이크로비즈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할 수록 더 커지는 시민

들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Q. 2016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태현: 2016년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는 전 세계 30

대 뷰티·생활용품 기업들의 마이크로비즈 정책 순

위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7개 업체가 마이크로비

즈를 단계적으로 사용 중단하고 보다 투명하게 정책

을 밝히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했어요. 또한 국제적으

로도 큰 관심을 얻을 수 있었죠.

옌닝: 대만에서는 지역 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정

부가 마이크로비즈 금지를 기존의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대만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걸음을 나란히 하게 된 커다란 승리

였어요.

폴리: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들이 마이크로비

즈와 해양오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에요. 지난 7월 이후 5개월 동안 우리는 기업들과 만

나고, 환경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홍콩에서만 1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4개의 글로벌 브랜드와 3개의 소매점 체인이 

마이크로비즈 퇴출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이제는 모두가 마이크로비즈에 대해 잘 알게 되었죠.

Q. 작년, 가장 새로웠던 도전은 무엇인가요?
폴리: 대부분 사람들은 마이크로비즈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시민들에게 

마이크로비즈에 대해 어떻게 와 닿게 설명해야 할 지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래

서 우리의 먹거리와 연결해서 언론과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지요.

옌닝: 대만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이 캠페인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

요. 그래서 대만 전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서 마이크로비즈 문제를 알렸

어요. 활동가가 거대한 세안제통 의상을 입었는데, 시민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태현: 마이크로비즈 캠페인은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남획과 인권문제 캠페인

과는 아주 많이 달랐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과 접근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했

어요.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류준열 배우와 함께 일했는데요, 덕분에 그린피

스 지지자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호응 해주셔서 매우 기뻤습니다.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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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되고 파괴되는  

지구를 위한 그린피스의  

2016년 캠페인

94벌

과잉소비, 이대로 괜찮을까요?
작년 6월, 그린피스는 홍콩인들의 쇼핑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균 

94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15벌은 한 

번도 입지 않았거나 입은 숫자가 손에 꼽을 정도

였습니다. 비록 옷장이 가득 차 있더라도, 사람

들은 평균 10개의 새 옷을 사는 것으로 밝혀졌

습니다.

150회

자연을 디톡스하자
작년 초, 그린피스와 아웃도어 활동을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은 21개 국에서 150회에 달하는 

글로벌 액션을 펼치고 독성화학물질인 PFC 사용

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파라모, 로타우프, 

바우데 등의 기업들이 동참했으며, 올해 2월에는 

고어사 섬유사업부가 전 제품에 유해 PFC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0,000명

상업적인 대구 어업 중단
작년 3월, 그린피스는 조사를 통해 산업 어선들이 

노르웨이 북극의 바렌츠해의 청정 바다에서 파괴

적인 트롤 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1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반대의 목

소리를 높였고, 작년 5월 맥도날드를 비롯해 초대

형 해산물 및 원양업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대구 

어업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0개 기업

독성물질 없는 패션
2011년 그린피스가 패션계에서 독성물질 퇴출

을 요구하는 디톡스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70개

가 넘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와 제조사가 동참해, 

의류를 생산할 때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

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430만 대

갤럭시를 구하라!
작년 그린피스는 430만 대에 달하는 갤럭시노트

7을 전량 폐기 대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

구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님들과 시민들이 캠

페인이 동참해주신 결과, 5개월만에 삼성은 완제

품은 배터리 교체 후 리퍼비시폰으로 활용하고  

부품 및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71억 대

지구를 위한, 더 똑똑한 스마트폰
10년 전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이래 무려 71억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되었습니다. 올해 2월, 그

린피스는 스마트폰 탄생 10주년을 맞아 자원 채

굴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지구

를 고갈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가능에너

지로 생산하는 순환형 생산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300척

위기에 처한 서아프리카의 바다
서아프리카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원양어선들은 

중국 배가 300척, 유럽과 러시아의 배 역시 100

여 척이 넘습니다. 이 선박들은 24시간 내내 조업

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식량 확보에 심각

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양 생태

계 및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어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잉 생산과 소비는 

끊임없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은 당연히 자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Challenge 4  과잉소비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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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진짜 혁신
스마트폰이 처음 판매를 시작한 2007년에는 전 세계에 1,200만 대가 있었습니

다. 그리고 2016년, 전 세계의 스마트폰은 14억 대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지난 10년간 총 71억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되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약 

4천2백만 톤에 달하는 유독성 전자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스마트폰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오염시

키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더 스마트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합니

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폰을 산 지 2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폰으로 바꾸는 경우가 

바다나 육지를 가리지 않고, 음식에서부터 연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종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

입니다. 내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바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다

많습니다. 2년 약정뿐 아니라, 간단한 수리나 배터리 교체도 번거롭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작년, 그린피스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함부르크, 베이징, 멕시코에서 스마트

폰 수리 카페를 열고 시민들이 배터리 교체나 액정 교체 등 간단한 수리를 직접 해볼 수 있도

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지만, 현재 16%만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

니다. 스마트폰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지갑뿐 아니라 지구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갤럭시를 구하다’
작년 11월, 삼성은 배터리 문제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430만 대에 달

하는 갤럭시노트7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값비싼 자원이 

사용된 첨단 기술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폐기하는 대신,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재활용 할 것을 삼성에 요구했습니다. 430만 대의 스마트폰을 

폐기할 경우 엄청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환경 오염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IT산업과 순환경제—혁신을 

위한 선순환’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자원의 채굴에서부

터 제작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을 알리고 해결방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본사와 갤럭시노트7 재발방지대

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 등에서 평화

적직접행동을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삼성전자는 판매되지 않은 갤럭시노트7은 리퍼비

시(초기 불량품이나 중고 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하여 다시 내

놓은 제품)폰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폰 등으로 활용하고, 재사용이 가

능한 부품은 추출하여 활용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품들은 희귀 금

속 등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시민들과 후원자님들이 함께 요청해주신 덕분에, 우리의 힘으로 

갤럭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향후 전체 IT업계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디

자인하고 제작할 때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

며, 보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않는 순환형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 Pablo Blazquez / Greenpeace

© Wendi Wu / Greenpeace

© Sonja Och / Greenpeace

© Taekyong Jung / Greenpeace

왜 그린피스는 IT산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할까요? 
IT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후변화, 지구 황폐화, 오염물질 

배출, 생태계 파괴 등 현재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들 모두

가 IT산업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캠페인은 IT

의 스마트한 허상 때문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알리

고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IT 캠페이너  

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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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없는 지구 만들기
최신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들은 멋진 디자인은 물

론 뛰어난 방수, 방염 기능을 자랑하며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도어 의류, 신발, 배낭과 텐

트, 침낭을 비롯한 캠핑 및 하이킹 장비에는 자연

과 건강을 해치는 유해화학물질 PFC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후원자님들

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

어사 섬유사업부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보다 안

전한 대체제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깊은 북극 바닷속을 지켜내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바다를 덮고 있던 

얼음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상업 선박들

이 북극 바다에서 트롤 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롤 어업은 거대한 그물로 바

다 밑바닥까지 싹쓸이하는 파괴적인 방

식의 어업입니다. 북극의 바렌츠해는 바

닷새와 심해산호초, 바다코끼리 등 엄청

난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곳

으로 대서양 대구가 유명합니다. 작년  

3월 그린피스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이라는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3년 간의 연구를 통해 기업형 어선들이 

바렌츠해 북쪽의 청정 구역까지 잠식해

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시민들은 그

린피스와 함께 북극 바다를 보호할 것을 

요청했으며, 마침내 지난 5월 맥도날드, 테스코, 노르웨이 어선 조합 등 대규모 해산물 기업 및 글로벌 식품 브랜드들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대구 낚시를 확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힌 ‘메이드 인 차이나’ 
전 세계의 수산업계가 남획을 자행하는 가운데, 풍부한 어장인 서부 아프리카 바

다는 수많은 어선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배를 보내는 곳은 중국으

로, 매년 300척이 넘는 원양어선들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매년 470억 원에 달하

는 어마어마한 양의 해산물을 낚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에스페란자 호는 이 지역이 처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현지를 방문해 지역사회 및 

정부와 함께 남획, 불법 어업 문제 해결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리가 

먹는 해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잡히고 유통되는지 확인하여,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덜 사고, 더 만끽하세요
올해 1월 그린피스 홍콩 사무소는 홍콩인들의 소비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6명 중에 1명은 쇼퍼홀릭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쇼핑하고 다시 물건을 사러 갈 때

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설문에 참여한 절반 이상이 아직 옷장에 가격표를 떼지도 않

은 옷이 들어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잉 소비는 홍콩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작년 11월, 홍콩의 대표

적인 쇼핑거리인 코즈웨이 베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물건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타이베이 사무소에서는 작년 12월 6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쇼핑몰들이 모여있

는 거리 세 곳에서 춤을 추는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쇼핑 대신 진정한 즐거움과 가치를 찾

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아웃도어 장비를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아직 PFC의 유해성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

다. 우리의 자연 곳곳에 퍼져 인간의 생식 기관과 내분비계통에 악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해한 PFC에 대해 걱정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독성물질제거 캠페이너  

앤디 추

우리는 종종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소비 방식은 지구를 점점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소중한 지구가 고갈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그린

피스는 작년,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 Christian Åslund / Greenpeace

© Pierre Gleizes / Greenpeace© JD Huang / Greenpeace

© Sam Fong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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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그린피스와 함께 걷는 사람들 
시민들의 힘은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2016년도 

다양한 환경 문제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라면 지구를 위한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 류준열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배우 류준열입니다.

제가 그린피스의 후원자가 되어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전에도 환경과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그린피스를 후원하게 되면서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지

만,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

는 것 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한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행동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는 지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것을 후원을 통해, 또 소통

을 통해 매일같이 느낍니다. 그린피스를 후원하

시는 모든 후원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

합니다. 우리의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

들의 미래를 위해서 직접 변화를 만든다는 것. 같

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함께 

하기에, 지구의 미래는 밝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 Greenpeace

모든 후원자님들은 특별합니다  – 신태균 거리모금가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 거리모금가 신태균입니다. 이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하다 그린피스에서 일하게 된 지 이제 9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모금가로 일하면서 이전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물

건을 사거나 버릴 때도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성격도 더 긍정

적이고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고요. 거리모금가로 일하는 것 외에도, 트레이닝도 받고 그

린피스의 활동가로 평화적직접행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정

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소중한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게 되면서 자부심을 느

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시민들과 소통할 때에요. 사진전에 초대해 주신 환경 사진작

가님, 손녀를 위해 돌아가실 때까지 후원하겠다고 하셨던 할머님, 전부 다 특별하고 소중

해서 모두 기억에 남아요. 시민들이 주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커요. 수고한다고 격

려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린피스는 지구를 지키고, 우리 모두와 미래를 위해 지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멋진 단체

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린피스의 원동력을 만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

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작은 용기가 더해져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 ‘단계적 탈핵! 560 국민소송단’ 이다인 님

그린피스의 오랜 후원자이자 신고리 5,6호기 취소 소송의 74번  

원고인 이다인 님. 면역질환 전문 한의사인 다인 님은 환경과 

조화로운 삶에 관심이 많던 차에 서울 사무소 개소 소식을 듣자

마자 반가운 마음에 메일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후 후원은 

물론 원전의 위험을 알리는 거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 소송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친구 한 명은 ‘소송을 한다고? 그런 걸 왜 해?’라고 했어요. 소송이라고 하면 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 함께 하는 국민 소송은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되니까 크게 어

렵지 않았어요. 보내야 하는 서류도 간단했고요. 말하자면 ‘아주 작은 번거로움’ 정도였어요. 이런 작은 용기와 작은 번

거로움이 하나씩 더해져서 정말 꼭 필요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탠 건 56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응원하고 계시고요.”

다인 님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도 하는 아토피, 건선 등 자가면역질환은 자연계에는 없는 병으로, 환경 밖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먹거리는 물론, 미세먼지 문제로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만일 원전사고로 방사능 문제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질환이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을 위한 건강 문제는 바로 눈

에 보이진 않아도 세대를 거치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결국 위험한 원전을 반대하는 건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

고 생각해요. 원전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

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 Greenpeace

© Youkyoung Hyun / Greenpeace

34 35THANK YOU 2016 ANNUAL REPORT



지구를 위한 실천, 망설이지 마세요  – 자원활동가 배민지 님

자원활동가로 그린피스의 활동에 참여해주고 계신 배민지 님.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일회용품, 포장재 등의 사용을 줄이는 생활 방식을 설

계하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에서 일하

며 버려지는 물건들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수명을 늘려주는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동남아시아 어딘가 빈민가 아이들이 폐가전제품을 손으로 분리하는 모

습을 보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그린피스와는 2015년에 평화적직접행동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자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당진에서 진행됐던 브레이크 프리 행진에 필요한 피켓을 직접 만들면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린피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캠페인에 동참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장보러 갈 때면 낱개 포장, 비닐 포장 없는 제품을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쓰레기를 줄이

는 저만의 방법은, 거절하기와 가방을 무겁게! 이 두 가지에요. 물건 살 때 비닐에 담아 준

다고 하면 거절하고, 평소 가방에 손수건이며 텀블러를 늘 챙겨서 다니죠.”

민지 님은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데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환경 운동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

아요. ‘넌 휴지도 안 쓰겠네?’,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라는 말

들을 해요. 하지만 그런 반응에 신경쓰기보다는, 소신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

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저처럼 자원봉사를 할 수

도 있고, 후원을 하거나 글을 쓸 수도 있겠죠. 물론, 그린피스 후원자님들이라면 누구보다

도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 확신해요!”

© Seungchan Lee / Greenpeace

지구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 레이먼드 로 후원자님

“자연은 사랑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이먼드 후원자님은 지난 10월 16일, 카누를 타고 홍콩 퉁청의 옛 항구에서 출발하여 란타우 섬

까지 총 11시간 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이 ‘그린 투어’를 통해 그는 약 6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그린피스에 전달했습니다.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이자 카누 코치이기도 한 레이먼드 씨는 20년 전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낮과 밤이 뒤바뀌었던 생활 습관을 바꾸

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그는 여전히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을 사랑합니다.

“저는 포경 반대, 삼림 보호, 해양 보호, 독성물질 오염 중단 등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매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언가 도전하고 싶었어요.”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그는 물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비닐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치울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지구는 우리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과 공존해야만 하죠. 환경 보호는 우리 모두

의 책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푸른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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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더 많은 후원자님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최고의 해였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캠페인이 더 많은  

이들을 지구를 위한 환경 운동에 동참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의 후원자는 12만2천 명에 달했고 그 중 95%가 정기후원자

입니다.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지원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장기 캠페인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자 기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후원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린피스를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그린피스가 하는 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은 우리의 사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캠페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7년, 그린피스는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의 실행을 앞두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욱 더 커지는 후원자님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에,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함께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재정보고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2016년, 여러분의 후원금은 환경을 살리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 동아시아 지부 기준

한국  26,709명 

노동 연령 인구의 0.1%

홍콩  39,840명 

노동 연령 인구의 0.7%

대만  56,053명 

노동 연령 인구의 0.3%

2016년 말 기준으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후원자 수는 총 122,602명이었습니다.

© Jeff Tan / Greenpeace

20.5%
독성물질 제거 프로젝트

20%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

14%
전 세계  
해양 보호 프로젝트

7%
건강한 식탁을 위한  
프로젝트 

3%
글로벌 캠페인 및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4%
지구의 허파,  
산림 보호 프로젝트

18%
캠페인 모니터링 및 분석,  
멀티미디어 제작, 온라인  
참여 및 후원자 소식지

5.5%
평화적직접행동 지원,  
창고 관리 및 자원봉사자 
관리, 참여 활동

4.5%
조사 및 연구 

3.5%
지속가능한 금융 및  
정책, 대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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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2016년 총 수입 내역

33,134,877,099원
53.40%

30.92%

12.91%

2.72%

0.05%

신규 후원자 후원금

4,277,971,031원

기존 후원자 후원금

17,693,929,502원

이자 및 기타

15,624,011원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10,244,507,345원

재단 및 신탁 후원

902,845,210원

더 많은 후원자가 모이면 변화가 극대화됩니다

후원자님들의 지속적인 후원은 그린피스의 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원동력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법률 자문 매니저 관리 및 경영

12.3%

12.2%

8.5%

4.2%

2.3%

1.4%

0.3%

9.2%5.0%3.4%

1.7%

15.4%

3.4%

2.1%

1.5%

1.1%

4.9%

3.0%

1.9%

1.8%

1.7%

1.7%

1.0%

2016년 총 지출 비용

30,600,719,128원

독성물질 제거

기후에너지

해양 보호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삼림 보호

그린피스 글로벌 캠페인 지원 

기타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활동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액션 및 자원봉사 관리

대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신규 후원자 모집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및 관리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후원자 관리

후원자 정보 관리 및 참여 활동

인사관리 

재무관리

행정업무 

IT 지원 지역 및 직원 개발 

본 내용은 2016년 12월 31일 재무재표에 공시된 내용이며 PKT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프로젝트 금액(원)

독성물질 제거 3,761,586,296

기후에너지 3,729,056,304

해양 보호 2,608,811,343

건강한 식품 및 농업 1,274,993,702

산림 보호 717,760,182

그린피스 글로벌  

캠페인 지원 
436,138,493

기타 프로젝트 101,495,935

프로젝트 지원 금액(원)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활동
2,819,995,677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1,499,545,581

액션 및  

자원봉사 관리 
1,029,623,311

대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33,659,830

모금 및 후원자 관리 금액(원)

신규 후원자 모집 4,715,343,018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및 관리
1,045,869,952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650,420,557

후원자 관리 462,466,717

후원자 정보 관리 및 

참여 활동
326,143,436

조직 지원 금액(원)

인사관리 1,511,069,307

재무관리 897,744,212

행정업무 580,768,792

IT 지원 534,957,350

법률 자문 530,160,133

매니저 관리 및 경영 528,908,399

지역 및 직원 개발 304,200,601

연도별 후원금  
지출 비율 변화

0

30억 원

60억 원

90억 원

120억 원

150억 원

프로젝트

프로젝트 지원

모금 및 후원자 관리

조직 지원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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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IT지원, 인사관리, 법률 자문, 매니저관리,  

직원개발, 지역개발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서울 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2016년 총 지출 비용

7,047,837,505원

32.8%

13.3%

3.6%14.4%

11.8%

4.0%

17.9%

1.1%

1.1%

기후에너지

2,308,818,015원

해양 보호

934,988,971원

독성물질 제거

251,135,190원
대중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참여활동

1,017,947,428원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액션 및 자원봉사 관리,  

대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79,459,869원

신규 후원자 모집

832,521,540원

후원자 관리 및 개발

284,047,465원

후원자 정보 시스템,  

라이선스 및 관리

77,208,156원

조직 관리* 

1,261,710,871원

기존 후원자 후원금

3,012,198,385원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2,438,024,300원

신규 후원자 후원금

1,227,777,381원

이자 및 기타

9,148,567원

2016년 총 수입 내역

6,687,148,633원 45.0%

18.4%

0.1%

36.5%

서울 사무소 프로젝트  
세부 지출 비용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해양보호

참치뿐일까요?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수산업계의 노예노동과 노동력 착취에 관한 그린피스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선원 인권 유린 문제와 해양 파괴 문제가 집약된 참치캔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164,912,161

마이 리틀  

플라스틱

2016년 7월, ‘해산물 속 미세플라스틱 과학보고서’와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세계 30대 기업들의 미세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조사한 순위를 발표하고 관계 부처에게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한 법적 조처를 요구했으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 여성환경연대, 강병원 의원실과 공조하에  

미세플라스틱 금지3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2017년 1월  

식약처에서 약사법 고시 개정을 통해 구강청결제품군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화장품법이 환경오염 원인으로 개정된 첫 사례입니다.

770,076,810

독성물질 

제거 

디톡스  

아웃도어 

2016년 1월, 독일 뮌헨 아웃도어 박람회 ISPO에서 11개 아웃도어 브랜드 40개 제품의 과불화화합물(PFC) 

포함 여부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 등 전 세계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2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유해물질 사용중단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디톡스 아웃도어’ 메시지가 담긴 시민들의 사진을 보드로 만들어 블랙야크 본사 앞에  

전시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아웃도어 브랜드 파라모, 로타우프, 바우데 등이 과불화화합물을 포함한 11개 유해 물질 퇴출  

약속하는 ‘그린피스 디톡스 선언’에 동참했으며, 2017년 2월 고어텍스의 제조사이자 전 세계 방수·방습·투습  

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고어사가 유해성 PFC 퇴출을 공식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아웃도어  

브랜들이 PFC 불포함 방수 소재를 사용하고 홍보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83,783,508

갤럭시를  

구하라

2016년 11월 폭발사고로 전량 리콜된 갤럭시노트7을 삼성전자가 ‘전량 폐기’할 것이란 보도에 따라, 엄청난  

양의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의뢰로 작성된 

외코인스티투트의 ‘혁신을 위한 선순환: IT산업과 순환경제’ 보고서를 통해 기존 IT산업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모델을 분석하고, 자원순환형 생산 모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430만 대의 갤럭시 

노트7의 친환경적 처리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전 세계 3만 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마침내 2017년 1월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전량 폐기’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밝히고 순환형 생산 모델로의 혁신을 이뤄 IT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459,539,133

기후 

에너지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더러운 석탄화력발전과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장기적인 ‘에너지  

혁명 1단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과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캠페인을 통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정부의 에너지계획을 비판했습니

다. 총선 전후 시점과 시민들의 서명을 활용해 정치권을 압박하여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캠페인 - 부산&인천 시민 3천여 명이 오픈보트 행사에 참여했으며,  

신규 원전 반대 서명이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부산 시민 51%가 신규 원전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총선 후보 과반수 이상이 신규 원전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 - 한국 석탄발전소의 건강피해 실태를 하버드대와 공동 연구하여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발간를 발간하였습니다.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캠페인 - ‘살인면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충남지역의 대기오염배출기준 강화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855,917,846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2016년 그린피스는 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환경을 위한 뜻 깊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서울 사무소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을까요?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어떤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16년도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2011년 서울 사무소 개소 시  

그린피스 국제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 지원 모금 및 후원자 관리 조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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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에너지
서울 사무소는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혁명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상세 내용은 43-4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96,664,318

탈핵

서울 사무소는 ‘단계적 탈핵! 560 국민소송단’과 함께 신고리 5,6호기건설 허가 취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원안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에 맞춰 후원자 및 지지자 분들을 초대하여 상영회를  

진행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한국을 다시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사고의 참상과 고리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178,360,596

홍콩 사무소는 체르노빌 사고 30주년, 후쿠시마 사고 5주년을 맞아 방사능 오염이 미치는 건강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했으며, 홍콩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재생가능에너지 대안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홍콩 에너지 캠페이너는 서울을 방문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프로젝트에 대해 홍콩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콩의 에너지 효율 잠재력과 저탄소 메가 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 개발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2014년 이래 그린피스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캠페인은 대만의 전기법 변경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대만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있어 커다란 진일보입니다. 또한 타이베이 사무소는 새로운 사무실 지붕에  

72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대중에 알렸습니다.

68,312,039

에너지 대안

중국의 에너지 변환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촉진시키기 위해 젊은 청정에너지 전문가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및 금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워랩(PowerLab)’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심천 및 상하이에서  

실리콘 밸리의 창업팀과 함께 이벤트를 주최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이에 태양광 파이낸싱  

훈련 캠프를 개설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작업 및 풍력 발전 설비 준공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81,786,331

석탄 및 대기오염

그린피스는 한국,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중국에서는 대기오염 데이터를 활용해 베이징 주변의 석탄화력발전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혔습니다.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 베이징 주변에서 석탄 사용이 줄어들면서 대기 중의 비소, 카드뮴 및 납의 농도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각 도시의 초미세먼지 순위를 발표했으며, 주요 지역의 석탄 관리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69,092,523

석탄과 수자원

글로벌 보고서 ‘The Great Water Grab’을 통해 석탄 산업이 어떻게 전 세계 수자원 부족을 악화시키는지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중국 북부 쿠예강을 고갈시키는 석탄 발전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석탄의 과잉 생산과 물 부족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발간 예정입니다.

78,068,913

석탄 화학물질 및 

과잉 생산

2015년부터 그린피스는 통제불능 상태의 중국 석탄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2016년에도 석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법안 제정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이미 포화상태인 중국 석탄화력발전의 실태를 알렸으며, 16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불필요하게 투자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석탄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오염 상황을 알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고 불법 건설 현장을  

감시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으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5주년 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을 제한하고,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을  

11억kw 이하로 제한하고, 1억5천만kw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27,710,389

동아시아 지부  
프로젝트  
세부 지출 비용

동아시아 지부의 프로젝트 지출 비용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98%  

성장했습니다. 동아시아 지부는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원자님을 비롯해 대중 및 규제 기관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든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상세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1. 기후에너지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기후 

에너지 

2016  

레인보우 워리어 

리턴즈

단계적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레인보우 워리어호 십투어를 진행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후쿠시마의 해양, 강, 삼림 오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방문한 오픈보트 행사와 탈핵 사진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73,369,237

용납할 수 없는 

위험

2015년 10월 고리원전 앞에서 평화적직접행동을 벌인 시민 활동가들이 2016년 3월 기소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한 이들의 법정 싸움을 지원하고, 원전 확대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재판 결과 때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문제점을 공론화했습니다. 

1심, 2심 모두 주거침입은 무죄,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그린피스의 평화적 시위가  

상당한 근거와 대안,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33,639,534

단계적 탈핵! 

560 국민소송단

2016년 9월 12일,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와 시민으로 구성된 560인 국민소송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원안위)가 고리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승인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요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는 원안위를 상대로  

한 국내 최초의 원전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이며 1심 판결까지는 약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6년 12월 서울, 부산에서 한국 최초 원전재난 영화 <판도라> 특별 상영회를 개최하고 국민소송단과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반대 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초청했으며, 500분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상영회에서는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함께 우리나라 원전의 실제 문제와 사고 시 대처방법,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린피스가 제작한 <판도라> 해설영상은 온라인상에서 50만 번이 넘게 재생되며 원전 문제와 탈핵 필요성을  

많은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반대 서명에는 약 4만 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또한 신규 원전 반대 메시지를 담은 평화적직접행동을 부산 및 서울에서 진행했습니다.  

274,511,246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국내 IT기업들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쿨아이티(Cool IT)’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함께 ‘IT와 100%  

재생가능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의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T업계가 선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를 100% 충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용혁 책임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중국, 대만, 미국의 IT기업들의 전력사용실태를 분석한 글로벌 통합 보고서  

‘깨끗하게 클릭하세요’를 2017년 1월 발간했습니다.

캠페인 결과,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약속한 네이버에서 데이터센터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삼성SDS는 재생가능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질 경우 우선 구매하겠다는  

내용을 사칙에 담았으며,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고 있는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에게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61,066,461

석탄 샘플링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환경피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석탄발전소가 운전 중인  

주변지역의 수질, 대기질 등을 샘플링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캠페인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지역 대기질 및 수질 정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774,559

그린피스 

 IT 캠페인  

글로벌 전략  

회의

2016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향후 1년 간의 글로벌 IT 캠페인 계획과 전략 수립을 위해  

그린피스 전 세계 사무소 약 20명의 캠페이너 및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IT캠페인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이 나왔으며 유해화학물질, 자원문제, 에너지를 통틀어  

캠페인이 만들어갈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큰 계획들이 수립되었습니다.

67,351,682

3,494,94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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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스태프 16명의 프로젝트 스태프(한국 1명, 중국 8명, 홍콩 3명, 대만 4명)의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704,004,686

글로벌 프로젝트 동아시아 지부에서 진행된 글로벌 디톡스 프로젝트 스태프의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247,303,064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등 프로젝트 진행. 

디톡스 아웃도어, 패션 발자국, 디톡스 마이 패션, 디톡스 마이 스마트폰 프로젝트 지원
844,350,924

감독 및 코디네이션 지부 전체 프로젝트 감독 및 코디네이션 348,568,217

3,761,586,296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오리를 기증하고, 최고급 친환경 쌀을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5, 6월에는 6곳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채소 119가지의 농약 성분을 테스트했으며, 87%의 채소에서  

농약 잔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242,903,745

유전자 변형 식품 
중국의 옥수수 산업을 조사한 결과 분석한 샘플의 93%가 불법 유전자 조작 종자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농업부를 압박해 생물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옥수수와 쌀 공급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17,937,036

축산업
과학자들과 협업하여 허난성에 위치한 돼지 농장에서 동물 쓰레기를 활용하는 비용과 이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7,833,354

식품 테스트
2015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대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잔류농약 여부를 테스트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2,862,930

스태프 8명의 프로젝트 스태프(중국 7명, 대만 1명)의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428,983,877

지역 오프라인 활동 화학 농약 및 비료 남용,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등 프로젝트 진행. 201,958,427

감독 및 코디네이션 지부 전체 프로젝트 감독 및 코디네이션 122,514,333

1,274,993,702

3. 건강한 식품 및 농업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천연림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목재 농장으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 3,200에이커에 달하는 숲이 베어진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지방 임업국은 대왕 팬더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불법 벌채를 조사하고, 22명의 공무원이 책임을 물었으며  

‘삼림 재건’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중국에 남아있는 천연림을 조사하고 윈난성 북서부의 주요 지역이 탄광 산업으로 파괴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확인된 탄광 24곳 중 3곳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하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6,273,613

콩고 분지 우림
2015년부터 진행된 캠페인으로, 그린피스는 중국 정부에 불법으로 벌목된 목재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콩고 분지의 목재 무역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108,701,649

스태프 5명의 중국 프로젝트 스태프의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361,998,801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등 프로젝트 진행. 동아시아 지부의 캠페인 외에도  

인도네시아 우림 보호, 아마존 초대형 댐 건설 중지, 북반구 침엽수림 보호 등의 캠페인 지원.
94,880,810

감독 및 코디네이션 지부 전체 프로젝트 감독 및 코디네이션 65,905,309

717,760,182

4. 삼림 보호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UN 기후협약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대표단에 합류해 마라케쉬에서 진행된 UN 기후협약에 참석해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781,231

스태프 18명의 프로젝트 스태프(한국 5명, 중국 12명, 홍콩 1명)의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1,065,997,304

글로벌 프로젝트 동아시아 지부에서 진행된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젝트 스태프의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171,938,626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등 프로젝트 진행. 

북극보호, 석탄, IT, 탈핵,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750,852,193

감독 및 코디네이션 지부 전체 프로젝트 감독 및 코디네이션 319,491,841

3,729,056,304

2. 독성물질 제거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디톡스 아웃도어

동아시아 지부는 노스페이스 마무트, 블랙야크 등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PFC 사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13개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평화적직접행동과 퍼포먼스를 비롯해 아웃도어 제품들의 PFC 함유  

여부 테스트, 기업 설득 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대중에게 PFC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렸습니다.

홍콩, 대만과 중국에서는 지역의 아웃도어 장비를 제작하는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무역박람회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PFC가 포함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를 입고 쓰촨성의 쓰구냥산을 등반하여 PFC 대체제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파라모, 로타우프 및 바우데 등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디톡스 선언에 동참했으며, 올해 2월에는 아웃도어 장비의  

핵심 공급업체이자 고어텍스를 제작하는 고어사 섬유사업부가 유해한 PFC를 자사 제품에서 퇴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470,611,593

디톡스 마이 패션

유해한 PFC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공급망의 투명한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퇴출을 약속한 19개의 패션 및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세 번째 ‘디톡스 캣워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부터 전 세계 섬유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70여 개의 패션 브랜드와 공급업체가 그린피스의 디톡스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74,570,869

패션 발자국

그린피스는 2016년 6월, 홍콩과 대만시민들의 쇼핑 습관과 소비 마인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패션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패션 발자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인기 쇼핑 거리에서 거리 극장 형식의 평화적직접행동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패스트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11월 25일에는 국제 ‘아무것도 안 사는 날(Buy nothing day)’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36,448,579

디톡스  

마이 스마트폰

IT업계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혁신’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 캠페인은 유해화학물질 제거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2016년 8월에는 스마트폰 수리,  

재활용 습관에 대해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스마트폰 업계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베이징, 독일, 멕시코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폰 수리 카페를 열고 시민들에게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깨진 액정을 수리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또한 폭발사고로 회수한 삼성 갤럭시노트7 430만 대를 폐기하는 대신 재사용 및 재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갤럭시를 구하라’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캠페인 결과 삼성은 올해 3월 갤럭시노트7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활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510,323,365

톈진 폭발

톈진 폭발 사고 이후, 2015년 말부터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시스템 변화를 위해 정부 기관과 협상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학물질을 만들고 배출하는 국가이지만, 그 관리 시스템은 아직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린피스는 문제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고된 모든 화학 사고를 기록하고 모든 화학 시설의 위치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395,628

하천  

‘River Runs Green’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중국의 하천 오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연구, 데이터 분석 및  

프로젝트 개발 작업을 진행했으며 추가 프로젝트 작업은 2017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5,00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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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금액(원)

미디어 모니터링 지부 내 4개국의 국내외 캠페인 및 환경 관련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206,967,308

브랜드 구축 및  

대중 설문조사

각 국가별 최신 경향 분석을 위해 대중 설문조사, 워크샵, 교육 및 강연을 하고 참여합니다.

비디오, 이미지 및 브로슈어를 제작해 그린피스의 활동과 환경 이슈를 알립니다.
312,695,371

미디어 분석
언론 및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관련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팀원 6명)
335,368,320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사진, 비디오를 제작하며 이를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미디어에 활용하는 내부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관리합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팀원 5명)

458,557,423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한국, 홍콩, 대만, 중국 각 사무소별 4~6명의 팀원들이 활동합니다.

- 멀티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술 - 통합 프로젝트 전략 개발 및 실행

- 그린피스 활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제안 - 미디어 문의와 대중 요청 사항 응대

- 대중 조사, 메시지 테스트 및 홍보 전략 - 기자, 미디어 편집자,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정보망 구축 
1,354,799,936

베이징 사무소는 상기 업무에 추가로 동아시아 지부 및 베이징 사무소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팀원 9명)

글로벌 프로젝트 협업 글로벌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지부 내 사무소 및 국제 파트너 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86,448,296

온라인 참여활동 이메일, 소셜미디어, 온라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대중과 소통합니다. 63,786,274

후원자 매거진 연 3회 캠페인 소식지(임팩트 리포트)와 연 1회 연차보고서를 발행합니다. 535,032,579

3,353,655,507

1.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린피스의 캠페인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팀이 있기에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오프라인 홍보, 미디어 홍보, 대중과의 소통,  

평화적직접행동,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팀과 정책 및 외부 업무팀은 

금융권, 정부 관계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비용

2. 평화적직접행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 내용 금액(원)

트레이닝 및 장비
평화적직접행동(NVDA) 및 클라이밍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장비를 관리하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존 장비들을 재활용합니다.
284,004,007

창고 창고(장비 보관소)를 운영합니다.(대여비, 관리, 보수) 249,236,446

지역 평화적직접행동  

및 시민 참여
평화적직접행동 트레이닝을 진행 및 관리하고 시민 참여 활동을 관리합니다. 19,808,823

사무소별 평화적직접행동 

및 시민 참여

9명의 액션 코디네이터(한국, 홍콩, 대만에 각 2명, 중국 3명)와 지역 액션팀 리더가  

평화적직접행동 계획, 실행, 활동가 개발, 협업, 물류, 예산관리 및 법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내 시민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462,413,640

지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개발 업무를 진행합니다. 14,160,395

1,029,623,311

5. 해양 보호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마이크로비즈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2016년 7월부터 한국, 홍콩 및 대만에서 미세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 캠페인을 진행했

습니다. 이 캠페인은 엄청난 대중의 관심을 얻었으며, 보다 큰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이크로비즈가 해양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하는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에스티로더, 코세, LG 등 화장품 기업들이 마이크로비즈를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마이크로비즈는 2016년 10대 주요 환경 키워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 7월부터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씻어내는 화장품과 일부 구강용품에서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내년 7월부터는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대만에서도 4만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원래 계획보다 2년 빠른 2018년까지 대만에서 금지될 예정입니다.

465,624,304

통제불능 어업
통제불능의 파괴적인 어업을 하고 있는 중국의 원양어선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음을  

밝혀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98,265,806

해양보호

지난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중국의 연예인 리우 타오 씨와 함께 ‘심해 탐험’ 3D영상의 더빙을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과 함께 남획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 블로거들과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해 홍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해산물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76,335,719

불법 어업 및 남획

서울 사무소는 참치 통조림 산업 뒤에 숨겨진 선원들의 인권 문제와 해양생태계 파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참치뿐일까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312,338,140타이베이 사무소는 대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 폭로하는 보고서  

‘메이드 인 타이완’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만 정부가 2017년 1월 발효한 새로운 원양어업법을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통제 불능의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의 대책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석유유출
3월 초, 데 샹 타이베이 화물선의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즉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5,171,570

스태프 12명의 프로젝트 스태프(한국 3명, 중국 4명, 홍콩 2명, 대만 3명)의 현장 조사 출장, 관리,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664,761,515

글로벌 프로젝트 동아시아 지부에서 진행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스태프의 업무 협조 및 기타 간접비 85,645,442

지역 오프라인 활동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서명운동, 홍보물 제작 등 프로젝트 진행.

글로벌 해양 보호 네트워크 구축, 국제포경위원회 회의, 북극 상업어선 등 지역 및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657,991,148

감독 및 코디네이션 지부 전체 프로젝트 감독 및 코디네이션 242,677,699

2,608,811,343

프로젝트 주요 포인트 금액(원)

글로벌 활동 그린피스 국제지부에서 진행된 활동 지원 436,138,493

기타 그린피스 국제지부에서 진행된 회의와 교육 참석. 전체 지역 캠페인 감독 및 코디네이션 할당 지출. 101,495,935

6. 글로벌 활동 지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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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과의 약속

약속1.  서약 

지난 45년 간 우리의 사명은 평화적 행동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약속2.  기득권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우리는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목표와 정신을 공유하는 개인(후원자님)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약속3.  융통성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모든 환경 문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숲, 바다를  

보호하고 독성물질 오염을 없애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지의 상황에 맞게 캠페인을 조정합니다.

약속4.  중요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캠페인 

그린피스의 IDEAL(조사, 기록, 폭로, 액션, 로비) 작업은 환경 캠페인의 원동력입니다.

약속5.  대중에게 동기 부여 

개인과 집단의 힘은 기업과 정부가 자연과 환경에 옳은 일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하고, 캠페인 지원 및 후원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약속6.  책임 

우리는 INGO 책임 헌장과 그 윤리적 기금 모금 원칙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후원자, 대중 및 규제 기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약속7.  투명성 

매년 독립적인 회계감사관의 감사를 받은 연차보고서에 재무제표를 게재하고 업무 및 재무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공개함으로써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그를 통해 달성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8.  우수성 

그린피스를 대표하는 모든 거리모금가는 신규 후원자 모집 및 환경 보호 캠페인 홍보를 위한  

훈련을 받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규정과 모금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속9.  개인 정보 보호 

우리는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그린피스 캠페인  

정보 공유, 각종 이벤트 초대, 모금,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절차 처리 등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만이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약속10.  참여를 통한 양방향 관계 유지 

후원자 행사, 캠페인 소개, 후원자 매거진, 이메일 뉴스레터, 전화 등을 통해 후원자님과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업무 내용 금액(원)

연구 역량 형성
장소 스카우팅,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정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장비 관리, 모범 사례 연구, 위험 평가 및 보안 등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277,844,475

고급 인지과학 적용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시민들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급 인지과학(신경 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을 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 전체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14,949,107

지역 조사 및 연구 지부 내 조사 및 연구 진행, 지휘 16,574,955

조사 및 연구

10명의 조사원(한국 1명, 홍콩 1명, 대만 2명, 중국 6명)과 조사팀 리더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조사의 계획, 협조 및 실행(온라인 및 현장 조사)

- 혁신: 무인비행기 샘플링 시스템, GPS 추적, 선박 추적 등 활용. 

- 주요 환경 사고 감시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문 제공

2016년에 조사팀은 중국 숲, 재생가능에너지, 석탄, 원전, 농산물 속 농약, 축산업, 남획, 마이크로플라스틱 및  

기타 정책 감시 등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530,716,379

자문

정책 및  

외부 업무

3명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합니다.

- 캠페인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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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981,753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비즈니스 관리자를 비롯해 금융전문가 3명이 지속가능한 금융 캠페이너로 활동합니다.

-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및 실행, 전문적 자문 제시

- 공개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 투자 및 금융 커뮤니티 참여

2016년,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팀은 글로벌 중국 석탄 캠페인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379,478,912

1,499,545,581

3. 정책, 사업 및 과학연구

50재정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