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참여와 자치

회원행사

각종 사업과 행사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발행되는 소식과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익산참여연대를 같이 키운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신년회, 정기총회, 회원강좌, 

신입회원 환영회, 가족한마당 등

활동분야

사업단운영

지방자치연구회 

(매월 1회) 지역현안 등을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문화사업단 

생활문화 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합니다.

편집위원회 

(연 4회) 발행되는 소식지 ‘참여와자치’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회원자치마을 

(매월 1회) 단체 회원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동아리활동

기타반 조은밴드(매주 1~2회) 풍물패 마당(매주 1~2회)

산악반 갈숲산악회(매월 1회) 독서반 책익는마을(매월 1회)

여인의향기(매월 1회) 여성회원들의 취미와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모임

익산참여연대는

정부·자치단체 지원금 0%

회원회비와 시민후원금 100%로

사업과 운영을 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입니다.

홈페이지 www.ngoiksan.or.kr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ngoiksa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goiksan/

이메일 ngoiksan@daum.net

ㅣ후원계좌ㅣ

 [회원가입하기]

농         협  301-0214-2143-61
전북은행  601-13-0364320 
                         (예금주 : 익산참여연대)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 1가)

Tel. 063) 841-3025

보다 좋은 세상을 향한 시민의 마음

참여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익산을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로 바꾸어 가는

희망 홀씨가 되어주세요.

익산참여연대
http://www.ngoiksan.or.kr

익산의 변화를 

꿈꾸며 실천합니다.

청년
익산참여연대 !

작은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하늘을 나는 희망을 품어온 민들레는

스스로 홀씨가 되어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익산참여연대 
활동방향·기구

시민과 함께 걸어온 21년! 
익산참여연대

1999 2000-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 박근혜 탄핵 익산시민 시국회의 활동          

· 익산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활동

·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촉구 활동         

· 익산환경문제해결촉구 범시민공동대책위 활동

· 익산먹거리연대 출범 및 활동                

·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 부결 활동

· 익산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촉구

3월 11일 창립 

익산생활문화원, 청년회 

새시대노동자회 공동 창립

· 한전 고층아파트 부당한 

   전기공급 문제제기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시민대책위 활동   

· 익산화상경마장설치반대 

   시민대책위 활동

· 200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첫번째)  

·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촉구 시민행동

· 시민과 함께하는 납세자학교 진행      

· 익산학교급식우수농산물 지원예산 편성사업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대책위 활동

· 18대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 공동진행

· 대형마트와 지역경제 정책 토론회

· 故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제 공동개최       

· 6.2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

· 지역과 삶을 바꾸는 정보공개운동 시작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보호 공동대책위 활동

· 국정원규탄 익산시국회의 활동               

· 콜택시 편법적인 1,000원 콜비 부과 철회 요구

· 세월호규탄 익산시국회의 활동(특별법제정)    

· 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위원회 활동

참여하는 시민의 눈이 있는 곳에 

불법과 전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눔과 지역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역과 사회변화를 위한 

NGO 연대활동

시민의 참여와 자치로 만드는
지방자치 실현
의정개혁 : 정책제안, 의정활동 평가 및 모니터

              (조례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대안제시 : 시민토론회, 시민의견수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반부패운동, 제도개선 및 도입

예산운동 : 익산시 예산안 분석(21번째), 우리동네 행복예산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교육 : 정책아카데미, 시민강좌

환경대응활동 : 악취·대기(모니터, 감시활동), 환경공대위 활동

정보공개 : 시민의 알권리, 공공기관 투명성, 시민참여

              청구·분석·제안, 현장탐방·모니터, 

              시민모임(체험단 운영)

행복한 나눔운동
나눔장터 : 매년 2회(2019년 34회 진행)

나눔이야기 : 어린이 나눔교실, 청소년 독서클럽

지역사회 지원사업 (나눔운동 기부금 집행사업)

공동개최 : 익산참여연대, 솜리iCOOP생협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과 사회의 주요현안을
NGO연대로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친환경 학교급식, 

환경문제 해결, 전국이슈 연대

익산연대기구 :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학교급식연대, 

                   익산먹거리연대, 익산시민교육네트워크

전북연대기구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연대기구 :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 문화활동
놀이학교 : 여름·겨울방학 문화교실 운영(2017년 23회 진행)

문화공연 :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