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17살을 맞이한 2019 환경재단의 푸른 발자취

녹취록은 푸를 녹 綠, 푸를 취 翠, 기록할 록 錄으로
푸르고 푸른 발자취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녹취록에는 한해 동안 환경재단이 열심히 달려온
모든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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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운동가와 시민·환경단체들을 도왔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아시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정부/기업과 손잡고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그린허브 입니다.
우리의 비젼은

2022년까지 100만 그린리더를 키우고,
1만의 그린리더(후원 회원)를 모으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Ⅰ. 공부합니다.

Ⅱ. 현장을 찾아갑니다.
Ⅲ. 행동합니다.
Ⅳ. 연대합니다.

Ⅴ. 함께 이룹니다.

환경재단은 투명합니다.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2006년부터

시민단체로는 처음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유료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되어 보고됩니다.

함께 지키는 아시아,
아시아의 그린허브.

옥스포드 사전은 ‘기후 비상 Climate Emergency’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기후 위기 Climate Crisis 같은 단어를 제친 까닭은 지금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8년간 줄기차게 한길로 걸었고

환경재단도 지난 17년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는 줄지 않고 슈퍼태풍, 산불, 폭염, 가뭄,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래타

툰베리로부터 촉발된 기후파업은 전세계 123개국 140만명의 청소년들을

광장으로 뛰어나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지금 지구는 용량을 초과한 채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습니다. 지구 용량의

한계 안에서 함께 번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문제는 이제 경제문제이고
사회문제이고 정치, 외교, 문화 등 어느 한 장르에 매어 놓을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각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경재단은 지난 17년간 그래왔듯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손잡고
탄소사회에서 순환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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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재단 주요 사업 돌아보기

❸월

• 13회 피스앤그린보트 출항
•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발족

➒월

• 커피박 재자원화 컨퍼런스 개최
• 7회 아시아환경포럼 개최

❺월

• 15회 서울환경영화제 개최
• 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시작

➓월

•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Ⅳ- 재레드 다이아몬드 신작
<대변동> 내한 강연회 개최
• 물과 사람 사진 공모전 개최
• 2030 에코리포트 NO 4. 발간

❷월

• 미세먼지TV 개설

• 제 2호 미얀마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시작

❻월

• 어린이환경센터 창립 7주년 기념 환경콘서트
<여름아~ 학교 가자!> 개최
• 녹녹펀딩 런칭
•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Ⅰ<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후원콘서트>

❽월

•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Ⅱ-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Ⅲ- I LOVE ECO 작가展

⓫월

• 2019 에코페스트 인 서울 개최
• 강동구 7개 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원

⓬월

• 2019 후원의밤 개최
• 14회 그린보트 출항

그린리더와 함께한 2019

{ 함께한 그린리더 }

❶ ❶,

❼명

올 한해 환경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린리더분들을 만났습니다.

든든히 곁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CSR센터
어린이환경센터
아시아환경센터
글로벌에코캠퍼스

1,921

명

그린페스티벌센터

5,100

명

그린리더십센터

11,595

명

그린리더관리팀

3,864

명

환경재단웹레터

26,402 명
104 명
3,486 명
48,186 명

{ SNS 노출 }

➒,❻❷❽, ❶❻ 회
횐경재단 SNS 채널을 통해 재단의

가장 빠른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재단 페이스북
* 1~10월 도달 기준

9,525,875

회

환경재단 블로그
* 1~11월 18일 조회수 기준

{ 언론노출 }

❷,❹❷❸ 회
기획기사, MOU, 사업 전·후 보도 등

환경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이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102,141 회

{ 축하해주세요! }
2019년 환경재단에는 축하할 소식이 많았습니다. 14살을 맞은 피스앤그린보트, 6살을 맞은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가 그
동안의 활동을에 대한 공로를 국내외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9 프랑스 파리평화포럼
<피스앤그린보트> 초청

환경재단 피스앤그린보트 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풀기 힘든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민간 차원에서 여행이라는 문화적인 방식을
통해 접근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파리평화포럼은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념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자는 취지로 창설된 국제회의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유엔 개발 계획(UNDP), 국제 노동기구(ILO),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GGGI), 세계은행그룹,

세계야생동물기금(WWF),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한국에서는 환경재단 피스앤그린보트가 환경
분야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민참여 기념사업
<13회 피스앤그린보트> 선정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항해를 떠난

13회 피스앤그린보트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 두바이 국제 국제개발 수행 프로그램 엑스포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
Global Best Practive Programme 선정
환경재단의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가 47:1의 경쟁을 뚫고

총 1,175개 출품 프로그램 중 최종
25개 사례에 선정되어 2020년
국제개발 엑스포에 출품 확정
됐습니다.
[출품일정]

2020년 두바이 국제 국제개발 수행 프로그램 엑스포
(작은 걸음, 큰 도약: 지속가능한 영향을 위한
솔루션 / Small steps, Big Leaps: Solutions for
Sustaianable Impact)
• 2020년 10월 20일 ~ 2021년 4월 10일
• 환경재단 방글라데시에코빌리지 파트너 단체
BEDS는 두바이에 초청되어 사례발표 수행 및
관련 실적 전시 예정

{ 친환경 제작가이드 라인 }
2019년 환경재단은 재단의 활동이 미치는 환경 영향력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인쇄물/제작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쇄물 제작가이드
❶ 필요한 만큼만 제작합니다.

❷ 쪽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중철 제본을 합니다.
❸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❹ 얇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❺ 콩기름 인쇄를 합니다.
❻ 흑백 인쇄를 합니다.

❼ 후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❽ 표면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❾ 표준판형 사용으로 종이 유실분을 줄입니다.
❿ 지나친 색상사용을 줄입니다.
⓫ 불필요한 디자인을 줄입니다.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⓬ 뒤표지에는 친환경 가이드 준수 사항을 기재합니다.

친환경 옥외홍보물 제작가이드
❶ 기존 현수막 원단을 <타이백*> 소재로 교체합니다
❷ 기존 X배너 소재를 <매쉬>소재로 교체합니다.

❸ 만들어진 제작물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재사용합니다.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타이백(Tyvek)은 세계적인 화학 기업 듀폰 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로

불에 타면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아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내구성과 방수성, 향균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GREEN
CULTURE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예술,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문제를 보다 쉽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13회 피스앤그린보트

환경과 평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100년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한·일 시민을 한 배에 태우고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던 중국 상하이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나가사키, 한국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일시

기항지

2019년 4월 9일(화)~4월 16일(화) / 7박8일

여수 ⇨ 상하이(중국) ⇨ 나가사키(일본) ⇨ 제주(한국) ⇨ 부산

14회 그린보트

에코 라이프 : 즐거운 불편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무시무시한 폭염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바쁜 삶에서 잠시 벗어나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특별한 항해를 통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립니다.
일시

기항지

8

2019년 12월 7일(토)-12월 14일(토) / 7박8일

부산 ⇨ 기륭/타이베이(대만) ⇨ 제주(한국) ⇨ 부산

피스앤그린보트는 2005년 일본의
대표적 NGO인 Peace Boat와

환경재단이 아시아의 화합을 가로막는

역사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의 사회
·문화·환경 등의 문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
✿

2019 프랑스 파리평화포럼 초청

2019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선정

총 탑승인원

12,681 명
총 항해 기간

138 일

총 게스트 참여수

298 명

선내 프로그램

평소에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명사들의 강연,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하는 교류 프로그램, 크루즈 여행이 더 즐거워지는 공연과
축제, 그리고 지구를 위한 환경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선상환경대담 <플라스틱 시대와 우리의 자세>
오늘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대책 시스템 모색.

선상토크쇼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100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해결방안 모색.

피스그린 페스티벌

한일다과파티, 한복/유카타 체험부스, 한국
문학 소개 등 생생한 한일 문화 교류 시간.

그린캠페인 ‘지구를 구하는 그린 챌린지’ 즐겁고 불편하게 여행하기
2019 그린보트 기간 동안 주체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에코라이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여행에서 필요한 물품을 빌려쓰는 그린대여소와

7박8일 동안 다양한 환경미션을 실천해보는 그린미션, 직접 환경캠페인을 기획해보는
그린정모가 진행되었습니다.

- 그린챌린지 미션별 달성자: 총 361명 / 전체 참가자의 46%(옐로우 208명, 블루 128명, 그린 25명)
- 미션 달성별 리워드 제공: 옐로우(닥터노아 웨이브 대나무 칫솔, 플랑드비 올인원 샴푸바) /
사진: 윤주성

기항지 프로그램

중국 상하이

블루(클린켄틴 보틀, 게스트 사인도서) / 그린(코오롱FnC 업사이클링 스윗셔츠)

문화, 역사, 환경, 평화, 교류 등 다양한 주제가 있는 기항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20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방문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던 시간.

일본 나가사키

일본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강제징용의 현장
군함섬을 한·일이 같이 방문하여 숨겨진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기.

한국 제주도

제주올레를 만든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과
함께 올레길을 걸으며 길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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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주요 게스트

김용택

섬진강시인

은희경

김운성

소녀상 조각가

유홍준

소설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정다운

정유정

보틀팩토리 대표

역대 주요 게스트
간니닌니 유튜버크리에이터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고건 (前)총리
김상헌 네이버 경영고문
김연수 작가
김영하 작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홍신 작가
노동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홍철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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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 순

소설가

남궁인

응급의학 전문의/작가

이상봉

디자이너

조천호

대기과학자/연세대 대기과학과 박사

박준
시인

이슬아

작가/헤엄 출판사 대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가나다 순

노희영 YGFOODS 대표
문국현 한솔섬유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변영주 영화감독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승효상 이로재 건축가
안치환 뮤지션
안혜란 MBC 라디오국 본부장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오연호 오마이뉴스 사장
요조 뮤지션
유시춘 EBS 이사장
윤광준 사진작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명세 영화감독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상은 뮤지션
이한철 뮤지션
이효재 ㈜효재 대표

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장사익 음악인
정관용 시사평론가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정지영 영화감독
조세현 희망프레임 이사장/ 사진작가
조진만 조진만아키텍츠 대표/건축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한비야 월드비전세계시민학교 교장
황석영 소설가

저는 늘 혼자서 여행을 했었어요.

그동안의 여행에서는 혼자서 생각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그린보트의 여행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들이 있다는 점이

참가자 후기

다르면서도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배

하나가 유기적인 사회 같았죠.

내가 이전에 살던 일상의 세계와 여행

어떤 책의 재미있는 부분, 기억할 만한

사이의 완벽한 단절. 그리고 완벽한

배 안에서는 평소에 외부로 향했던

그동안의 여행과는 다르다.

집중되죠. 여러 종류의 잡곡이 수북이

박준 | 시인

부분에 끼워 넣은 책갈피 같아요.

복잡한 생각과 에너지가 나에게로

쌓여 있던 통을 흔들어서 밀도를 높이고

남궁인 | 응급의학 전문의, 작가

단절 이후 만나는 새로운 세계 같은 것.

수평을 맞추듯, 물살을 헤쳐 나가는

배가 나를 흔들어 내 속의 잡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은희경 | 소설가

선내를 거닐다 보면 가벼운 기타선율에

거칠지만 따스한 목소리가 앉혀 들리고
그 따스한 소릴 따라 걷다 보면 푸른

좋아하는 책의 밑줄 그은 문장 같았다.

일렁이는게 두 눈 가득 들어온다.

했고 자격증을 따니까 자격증을 땄다.

바다가, 시원한 파도가 구름처럼

그러면 어느새 일본친구들을 만나게

남들이 영어 공부를 하니까 영어 공부를
나만의 이유, 나만의 기준이 사라져갔다.

되고 그들과 작은 안부를 물으며 시작된

그러다 오른 배 위에서 나는 ‘동지’들을

탈핵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간다. 배의

내 고민이기도 했고, 내 고민이 당신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독도, 원전사고,

만났다. 배 위에서 만난 당신의 고민이

일렁임은 마음도 생각도 쉽게 일렁이게

고민이기도 했다. 답도 없고 끝도 없는

불씨는 금새 커다란 모닥불을 만든다.

했던 일주일이었다.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해서 작은 이야기

이소영 | 참가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웃기도
안은진 | 참가자

・13회 피스앤그린보트 후기가 궁금하다면 GREEN BOAT MAGAZINE VOL.1을 참고하세요!
피스앤그린보트에서 펼쳐진 다양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담아냈답니다.
구매처: 알라딘, YES24,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교보문고에서 ‘그린보트’ 검색

・SNS 팔로우하고 내년 항해 소식 기대해주세요.
홈페이지: www.greenboat.kr
페이스북: ‘그린보트’ 검색

인스타그램: ‘그린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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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서울환경영화제
ECO SPIRIT

2004년부터 시작된 서울환경영화제는

2019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는 ‘ECO SPIRIT’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ECO SPIRIT이란

‘무엇을 쓰고, 입고, 먹을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삶을 뜻합니다.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는 관객에게 기후변화, 플라스틱, 먹거리, 생명 등 환경이슈를 다룬

영화를 소개하고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홍보대사로 이천희&전혜진 부부를 비롯, 김현성 오보이 편집장과 정다운 보틀팩토리
공동대표, 문승지 가구디자이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을 시도하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5인을 선정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영화제는 대안적 삶을 제안하고 관객의 일상에 ECO SPIRIT이 깃들 수 있도록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환경문제를 쉽고 자기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최해왔습니다.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환경영화제이자

아시아 최고의 환경영화제, 국내 유일의
환경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7회 서울환경영화제 일정

2020년 6월 4일(목) ~6월 10일(수)

도울 예정입니다.

SEFF’s SPECIAL GUEST

NOTICE
서울환경영화제

홈페이지가 개편됐습니다.
영화제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eff.kr에
방문해주세요.

국제경쟁 심사위원장이자 마스터클래스의
주인공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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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소송단
오연재 학생

4대강을 다룬
영화 <삽질> 제작진

SEFF’s ECOFRIENDS

서울환경영화제 홍보대사 에코프렌즈는 환경을 비롯한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대중문화계 인사가 선정됩니다.

“We are all activists”

서울환경영화제가 오보이 매거진이 협업을 통해 캠페인 화보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아래 ‘모두가 활동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기위해
에코프렌즈가 나섰습니다.

에코프렌즈는 시민들이 일상의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직접 캠페인
문구를 구상하고 또 피켓을 들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역대 참가 인원

21,175 명

10,041 명

2016 년

13,379

2017 년

명

14,175 명

2018 년

총 상영 편수

11,762 편

2019 년

총 참가국 수

114 개국

13

GREEN
CULTURE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예술,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문제를 보다 쉽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2019 에코페스트 인 서울

지구에서 제대로 노는 법!

환경재단과 롯데홈쇼핑은 지난

환경재단은 11월 10일(일) 문화비축기지에서 지구에서 제대로 노는 법!을 주제로

<에코페스트 인 서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 가이드라인 <지구와 우리의

2017년부터 미세먼지, GO!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환경축제를

통해 리사이클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약속>을 만들고 준수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에코페스트의 가치에 많은 분들이

2019년에는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가치가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 서울을 개최했습니다.

호응해 주셔서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재단은 문화적 가치와 환경적

숫자로 보는 2019 에코페스트 인 서울

총 쓰레기 발생 양

69 Kg

종이22.91kg, 일반18.51kg,
음식물14.88kg, 플라스틱6.24kg,
비닐 6.03kg, 캔 0.5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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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사용

2,549 개

도시락통 891개, 컵 678개,
수저 900개, 접시 60개,
쟁반 20개

기부받은 에코백&종이백

600 개

총 참가자수

5,000 명

다양한 대안문화를 소개하는 에코페스트

지속가능 가이드라인 <지구와 우리의 약속>

에너지 과잉 사용, 일회용품 남용, 미흡한 분리배출, 채식선택권 박탈 등 기존 페스티벌에서

간과되어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친환경 페스티벌 가이드라인인

<지구와 우리의 약속>을 제작했습니다 환경재단은 에코페스트를 시작으로 국내에
지속가능한 페스티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편

# 제작물편

# 폐기물편

# 다회용편

# 권리편

# 노동편

· 자연광 사용, 전원 차단
· 전기 난방기대신 무릎담요

· 제작물 최소화 온라인 안내
· FSC 인증 종이 사용
· 행사 종료 후 업사이클링 진행

· 참가자 다회용기 지참안내
· 다회용기/텀블러 대여 서비스
· 기증 받은 에코백/종이가방
자율포장대 운영

· 푸드 트럭 채식메뉴 준비
· 연령, 성별, 장애 등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기기

· 철저한 분리배출 안내
·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리필 가능한 식수 공급

인스타그램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ecofest.in.seoul

· 스태프 상호 존중
· 자원봉사자 휴게 시간/공간
보장

그린 아카이브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지역영화제 및
공동체에 열람·대여·상영회 개최를 지원했고, DVD 제작·보급을 진행했습니다.
・공그린아카이브 지역영화제 및 공동체상영 지원현황(2019년 9월 기준)

강남아이쿱, 고양미디어센터, 그린무비나잇, 광릉숲친구들, 대구사회복지영화제,
대구신세계백화점, 도봉환경교실, 부산반핵영화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숲과 나눔,
숲속작원도서관, 서천생태영화제,세계자연기금, 시지마을공유공간 톡톡 , 아모레퍼시픽,
어린이기후변화탐사대, 이화그린영상제, 재미탐구소, 제주밤바다영화제, 춘천아이쿱,
한국화학연구원, 환경교육센터, 한점-루프 포레스트 등

콩돼지의 맛

및 국내외에서 출품된 우수 환경

영상 콘텐츠 400편 이상의 상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영상 자료원입니다.
지원단체

36 곳

관람인원

2019년 추가 대여 작품 리스트

달콤한 플라스틱 제국

그린아카이브는 매년 서울환경영화제

2,535 명

블루

귀한불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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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합니다.

내추럴 뷰티크리에이터 2기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뷰티크리에이터

<내추럴 뷰티크리에이터>는 1인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으로 인정되고 영상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된 시대에 맞추어, 시민들이 영상콘텐츠를 통해 환경문제를 더욱 일상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2기의 사업을 운영,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 행동 실천을
독려하는 66명의 ‘내추럴 뷰티크리에이터’를 양성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 주제 교육과 에코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문제를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사회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 크리에이터 교육: 환경을 생각하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진행.
- 크리에이터 멘토링과 성장지원: 유명 뷰티크리에이터 3인이 내뷰크의 공식 멘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양성 교육기간 이후 매월 한 차례의 강연과 멘토링 진행.
- 다양한 활동과 미션 수행: 교육기간 종료 후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 제공

16

환경재단은 LG생활건강과 함께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고,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새로운

뷰티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총 양성 인원

66 명

· 1기 33명
· 2기 33명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커피박도 자원이다. 커피박의 쓸모를 찾아서.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커피콩의 약 98%는 쓰레기로 그냥 버려집니다.

합니다.

쓸모를 찾기 위해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coffeebak.kr

1인당 커피 소비량 512잔, 커피박(커피찌꺼기) 배출 규모 약 13만 톤. 커피 한 잔을 내린 후,
환경재단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임에서 불구하고 활용도가 미비한 커피박의
올해는 커피박 수거에서 재자원화까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재자원화 기업 공모,

컨퍼런스, 시민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인천시 중구,

환경재단과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가

쓸모없이 버려졌던 커피박의 새로운

쓰임을 찾아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미추홀구로 수거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거처 인천 3개구 커피전문점

・2020년 2월 2차 커피박 업사이클링 지원 사업공모(예정)

수거 및 재자원화량

・2020년 6월 제2회 커피박 재자원화 컨퍼런스 개최(예정)

62 개

2.8 톤/월 평균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세스

커피박 재자원화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유튜브에서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검색

제1회 커피박 재자원화 컨퍼런스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환경부, 인천시,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중구,
미추홀구 등 총 10개 기관

커피박 목재데크, 도로변 식생모듈, 생분해 일회용품, 포장 완충재,
커피박 도자컵 등등. 다양한 커피박 재자원화 파트너들과 함께
커피박의 쓸모 찾기는 계속됩니다!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1년 차

진행 성과 공유

커피박 업사이클링 지원사업 공모
4개 기업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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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합니다.

제2회 환경단편영화 [숨:] 공모전

환경재단이 주관, 환경부가 주최한 제2회 환경단편영화 [숨] 공모전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관객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영화 작품을 제작 지원했습니다.

최종 완성된 세 개의 작품은 각각 ‘플라스틱’, ‘주거’, ‘동물권’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관객에게 관련 환경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공모 당선작

・당선작 지원사항

3편 (122편 공모)

-영화 제작비 편당 1000만원
-전문가 멘토링 3회 (황윤 감독, 정지우 감독, 김일권 시네마 달 PD)
-영화 상영회 개최 3회 (서울, 세종, 강릉)

총 출품작

122 편
총 관객수

200 명

총 상영 횟수 서울, 강릉, 세종

3회

대상

<쓰레기 덕후 소셜클럽> 유혜민 감독

2018년 4월, 중국이 전 세계의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자 유일하게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 달 전기요금 790원, 세 달에 걸쳐
쓰레기 봉투 10L를 채우는 사람, 망원동 쓰레기덕후 금자였다. 금자는
한국 사회의 쓰레기 규제 강화를 꿈꾸며 강력한 규제가 있는 인도와
케냐로 여행을 떠나지만 그 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한다. 귀국 후
망원시장에서 비닐 봉투를 줄이는 프로젝트로 고군분투하던 금자는
이내 비닐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수상

<보폼이> 한혜인 감독

헛것이 계속 보이는 아이가 몰래 햄스터를 키우다가 아빠에게
발각된다. 아빠의 명령에 햄스터를 잡아 원래의 가게에 가져다준다.
하지만 그날 밤, 여전히 햄스터가 보이는 아이, 겁에 질린다. 실제로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와 아이를 잡아간다.

우수상

<덕산 식구 대피소> 신하연 감독

수인은 낡은 집을 버티고 있는 얇은 기둥이 무너질까 두렵다.
가족들에게 이사를 가거나, 기둥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무시를 당한다. 수인은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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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 사진 공모전

올해 환경재단과 오비맥주는 지난해 <물과 사람 60초 영화제>에 이어 모든 생명을

공존하게 하는 물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물과 사람 사진 공모전>을 10월 한 달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할리스커피도 동참하여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27작품이

할리스커피 일부 지점에 전시될 예정이며, 내년 물의 날(3월 22일)에는 서울메트로 미술관에

작품이 전시됩니다.
・심사위원

총 출품작수

2,953 개
윤광준

사진작가

대상

이철재

김현성

에코큐레이터

오보이 매거진 편집장

<생명의 근원>

환경재단 이사장상

<물과 인간의 공존>

오비맥주 대표상

<LIFE>

할리스커피 대표상

<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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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합니다.

빗물 식수화 설비 지원 프로젝트
개발도상국에 맑은 식수를!

서울대 빗물 연구 센터와 협력하여

상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지하수 오염이
심한 개발도상국 내 식수 자립을 위한

환경재단과 롯데백화점은 2014년부터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등 물이 부족한 지역에

빗물 식수화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활용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급격한 상업화, 도시화로 식수 문제가 심각한 베트남 하노이의
남뚜리엠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총 빗물활용시설

100 톤 (2019년 20톤)

총 사업수혜자 학생 및 인근주민
약

2,499 명 (2019년 약 500명)

2014년

베트남 하노이 탕와이현 쿠케 마을

총 20톤 빗물이용시설 지원 / 수자원 교육
약 650명 학생 및 인근 주민

2015년

베트남 호치민 껀저현 안 또이 동 꼬뮨

총 18톤 빗물이용시설 지원 / 수자원 교육
약 649명 학생 및 인근 주민

2016년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구

총 42톤 빗물이용시설 지원 / 수자원 교육
약 700명 학생 및 인근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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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섬 생물다양성 사회공헌 사업
동물과 식물이 모두 행복한 밤섬 만들기!

2019년 한 해 동안 환경재단은 밤섬의 생물다양성을 되살리기 위해 파트너사 임직원들과

함께 밤섬 내 유해식물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 3회,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물다양성 교육 7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인식 변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밤섬 어린이 그림대회와 일반 시민대상의 사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교육에 참여한 교사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밤섬 생물다양성

워크샵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람사르 습지인

밤섬과 밤섬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과 일반대중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밤섬 봉사활동

3회

밤섬 생물다양성 교육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아이들이 생물다양성과 동식물을

위해 도심 속 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지구에 대해, 자연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늘
고민하겠습니다.

- 환경재단 밤섬 사업 허정혜 담당자

7회

밤섬 생물다양성 이수자

138 명

밤섬 어린이 상상력 스케치
약

70 명

한강 사진전 공모 출품작

100 편 (27편 선정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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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
의료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 문화 확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환경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3차년도의 사업을 운영하며 전문가, 협력병원과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총 7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 거주

소아천식 어린이 20명을 선발하여 완치자 4명을 제외한(1명은 개인사정으로 누락) 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소아천식 환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재단과 SK&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총 누적 지원어린이수

・프로그램 소개

2019 지원어린이수

- 치료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천식 어린이의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지원
- 기본 생활환경개선: 완치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마스크 등과 같은 기본물품 제공
- 맞춤형 생활환경개선: 대상자 선정 후 각 개별가정의 환경성질환 유발 요인을 측정하여 각
가정에 적합한 솔루션 제공 ⇨ 어린이가 거주하는 가정 내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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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명
73 명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이웃에 따뜻한 겨울을, 국민에게 맑은 공기를!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2019년도에 환경재단과 KB국민은행, 서울시는 어린이 및 어르신 이용시설 50개소 선정,

총 61대의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은 지난 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친환경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어르신〮어린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보일러 교체수

61 대

올 해, 환경재단 덕분에 올 겨울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총 지원시설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49 개소 (어린이집 42개소, 어르신 이용시설 7개소)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맑은 하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재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 신수어린이집 원장

CO2

NOX

총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
연

19 톤 (친환경 보일러 61대 교체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량
연

192 Kg (친환경 보일러 61대 교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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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Go 환경보호, Stop 사회문제!
청소년의 미디어 액션이 세상을 바꾼다!

환경재단은 5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미래의 환경 전문가 육성을 위한 <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진행했습니다. 오픈 특강부터 공모전을 시작으로 영상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진행하며 총 27명의 환경 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했습니다.

총 육성인원

27 명

총 공모제작지원작

8편

총 제작지원비

1,600 만원
제작지원작 지원사항

· 제작비 편당 200만원
· 전문가 강의 4회
· 멘토링 팀별 3회
제작지원작 시상

· 최우수1편(600만원)

· 우수상3편(편당 400만원)

· 상영회 및 시상식 1회(총 1800만원 시상)

친환경 오피스 만들기 프로젝트
종이컵 대신 유리머그잔

총 지원 유리잔 온·오프라인 합산

‘친환경 오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오피스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조직

총 지원 조직

환경재단과 스타벅스가 사무실 내 종이컵 사용을 줄기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자
3,714 곳의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80곳을 선정해 유리머그잔을 제공했습니다.

참여 조직은 종이컵대신 유리머그잔으로 교체한 장면을 인증하며 친환경 캠페인을

20,000 개
80 곳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재단은 사무실을 비롯 다양한 공간에서 다회용품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각종출동으로

워낙 몸을 많이 써서

물을 항상 달고 사는데

유리머그컵을 선물해주신

환경재단과 스타벅스 덕분에

구조대분들 하나씩 다
나눠드렸다.

이제 종이컵 안 써도 되겠다.
-광주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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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빌리지 프로젝트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마을은? 바로 ‘에코빌리지’ 입니다!

UN SDGS 달성 목표 항목

2006년부터 청정한 그린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환경센터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움직임은 다른 마을, 도시, 국가로 퍼져 나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빌리지 활동 내용

- 중앙보급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깨끗한 식수 조달
- 국가전력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 안전한 태양광에너지 공급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환경교육
- 엄마와 아이의 호흡기 안전을 책임지는 쿡스토브
- 쾌적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식목활동

지원국가

16 개국
26

총수혜자

7,291 명

태양광지원

2,400 개

식목수

깨끗한 물

지속가능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65,000 그루

빗물식수지원

12,077 톤

제 1호,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

✿

지속가능한 친환경마을의 시작점, 세계로 뻗어나가는 에코빌리지!

2020 두바이 엑스포

Global Best Practive Programme
선정

2015년부터 방글라데시 바니샨타유니온 주민들 및 현지 단체와 함께 만든 1호

에코빌리지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는

그린하우징, 그린에듀케이션, 그린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가능한 친환경
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해온 에코빌리지

우리가 함께 할 에코빌리지

환경재단은 에코빌리지 사업을 통해 아시아의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에코빌리지를 위한

환경의 소중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에코빌리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개발과

빗물식수시설, 맹그로브식목, 쿡스토브제공,
태양광제공

환경재단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린하우징

기후변화주택설계, 마을식목행사

학교 및 주민 대상 환경교육

그린에듀케이션

기후변화행동 참여

에코투어 프로그램개발

그린비즈니스

지속가능위원회설립, 친환경비즈니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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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호, 미얀마 에코빌리지

미얀마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마을을 조성하다!
환경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미얀마 샨(Shan)주 내
3개 마을(짜웅녯, 예짠콩, 와찌먀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깨끗한 식수/생활용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자원 보급 사업, 개간으로 인해
황폐화 된 토양의 지력을 회복하는 식목활동,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교육받고 회의할 공간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축 등 환경재단은 마을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에코빌리지
해외 지원사업에 있어 수원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얀마 에코빌리지의 주민들은 마을 지속가능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업을 통해 마련된 인프라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함께 가꿔가는 푸르른 우리 마을
사업지역 마을은 생강 밭을 일구기 위한 개간과 벌목으로
인해 마을 곳곳이 민숭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재단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목 활동을 진행하여

세 마을이 다시금 초록빛 생기를 되찾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코빌리지, 주민들의 희망을 지어요
미얀마 에코빌리지 각 마을마다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공동사업, 도서관, 문화 활동 장소, 마을

지속가능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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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제 2호 에코빌리지는 KOICA와

파트너십을 맺고 2019년 2월 25일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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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아시아환경포럼

지자체, NGO, 전문가가 함께한 제7회 아시아환경포럼

그린아시아환경포럼은 2012년 5월

9월 19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동아시아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청정대기 호흡공동체를

주제로 한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 제7회 아시아 환경포럼>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했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스위스 유럽유엔경제위원회 마르코 케이너(Maroco
Keiner) 국장, 미국 나사 랭글리연구센터 알리 오마(Ali H. Omar) 국장, 한국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등 국내외 정부·시민사회로 구성된 총 12개국 500여명의

정책담당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한 뜻을 모은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참가국
연사

300

300
19

8

5

2012
1회

30

6

4

2013
2회

참가자

12

150

2014
3회

306

18
7

17
7

2015
4회

2017
5회

9

16 157

2018
6회

23

300

11

2019
7회

환경재단이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

입니다. 2019년부터 그린아시아포럼이

<아시아환경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올해에는 경기도청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가 협력하여 정책, 기술, 학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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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운동 30주년을 맞아

누적 참가 인원

1,809 명
총 참가국

12 개국

총 참가 연사

23 명

참석 대표 연사 리스트

UNEP 아태지역본부 이자벨 루이스 부본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3명 연사 참석

이자벨 루이스

마르코 케이너

알리H. 오마

前) 유엔 환경계획(UNEP)

前) 유엔

前) NASA 랭글리 연구센터 국장

미국

발제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유럽경제위원회(UNECE)

부소장

발제

환경부 국장

박혜숙

코롤마 감보슈렌

우징

前) 미에대학교 교수

前) 환경관광부

前) 화동전력대학

일본

몽골

청정기술 담당 국장

중국

환경과학전공 부교수

세션 소개

국내·외 대기질 개선 성공사례를 통한 동아시아권 대기관리정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국의

국내배출원 해결방안

월경성 장거리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원 해결방안

세계 각국 시민들의 대기오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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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센터

미세먼지, 정확히 알자! 적절히 행동하자!

미세먼지센터

우리가 만드는 맑은 하늘

환경재단은 지난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미세먼지센터는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이 한 자리에 보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함께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여 실내 미세먼지 관리법 영상 제작,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기업이 환경문제해결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2월부터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미세먼지TV’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771 건
32

미세먼지 안심발자국 설치

7곳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7개

2018년 2월 27일 미세먼지센터를

창립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맑은 하늘’과 ‘숨

쉴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정확히 알고,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나무 식목

12,000 그루

기업, 학계MOU체결

5건

미세먼지센터

2019년 미세먼지센터 활동 소개

❷월

❸월

❹월

❼월
·유튜브 채널‘미세먼지TV’ 개설
·미세먼지 전문가 인터뷰 콘텐츠 제작

·미세먼지 심한 날 민간차량 2부제, 임시휴교
여론조사 실시

·실내 미세먼지 관리법 캠페인 영상 제작

❽월
·미세먼지를 소재로 한 웹드라마 제작

❾월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와
미세먼지 특집 제작

❺월

❻월

❿월
·여수산단 미세먼지 배출조작 항의 및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5.3 네스프레소 나무심기 캠페인

·미세먼지센터 홍보대사 <이짜나언짜나>와
미세먼지 캠페인송 제작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대책 국회 토론회 개최
및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
·9.18-20 동아시아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9.24 국민은행과 나무심기 캠페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추진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⓫월
·강동구 7개 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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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센터

미세먼지, 정확히 알자! 적절히 행동하자!

미세먼지TV 개설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미세먼지 전문 채널

2019년 2월 27일에 개설된 미세먼지

TV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대기오염

올해 2월에 개설한 미세먼지TV는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미세먼지

전문채널’입니다. 미세먼지 이슈에 관한 최신 트렌드와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는 물론,

문제를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채널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트콤, 뮤직비디오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화리뷰,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콘텐츠를 누구나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누적 콘텐츠수

44 개

누적 조회수

4,000 회
최신 트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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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화리뷰

국회토론회

전문가
인터뷰

정책

시트콤/
뮤직비디오

누적 시청 시간

11,000 분

GREEN
LEADERSHIP

공동체의 미래에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

4차 산업혁명 파고에서 대한민국과 지구의 미래를 모색하자

2017년부터 총 327명의 기업, 정부, 학자, 예술가,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참여했으며
원우회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현장연수를 포함하여 10주 동안 최고 전문가의 강연과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이해하고 대비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채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현장연수

-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 삼성 SDS
- SKT T.um
- KT과천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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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연수
- 텐센트
- 센스타임
- BYD
- DJI

환경재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성하는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수료인원

327 명

· 1기 58명 / 2기 53명 /

3기 56명 / 4기 56명 /
5기 54명 / 6기 50명

미세먼지센터

‘왜 환경재단이 이런 과정을 운영하지?’라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광속의 변화에는 교육도

의문이 드신다면 일단 과정에 참가해보시기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운영하는구나!’하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화살이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대해서 무언가 묻고 싶고 무언가 알고 싶다면,

미래를 깨우쳐주는,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강승하 롯데멤버스 대표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바랍니다.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정을

아니라, 총알처럼 지나가는 요즘 의 세상 흐름에
제가 볼 때 가장 적합한 과정입니다.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변해 가리라 봅니다. 이에 대비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동문으로서 함께 고민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인재상을 필요로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본 리더십과정은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저에게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아프리카 개도국에서는 모바일

결재가 화폐를 대신하고, 블록체인으로 공적원조

자금을 결재 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나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을 통해 혁명적 변화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간

일시

2020년 3월 3일(화) ~ 5월 19일(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7기 모집 안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 9시 30분

장소

더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서울 중구 소공로 119)

모집정원

60명

수업방식

지원자격

- 시대에 걸맞는 정책입안 공직자

-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새로운 해법을 찾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고 공론화하려는 언론

강의·경영 사례와 최신저널 소개 및 토론(만찬포함)
1회 국내 현장 연수, 1회 해외 연수 포함

- Industry 4.0 시대의 뉴비즈니스를 찾는 경영자

- 기타 전환기에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분이라면 누구나!
접수마감

2020년 2월 25일(화) 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반명함판 사진

신청방법
문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4th@greenfund.org)로 제출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사무국
메일: 4th@greenfund.org
전화: 02-2011-4369, 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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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HILDREN

공동체의 미래에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어린이환경센터

어린이환경센터는 올해 활동한 2,147명의 그린리더와 함께 대구, 인천 등 국내의 습지

방문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을 학습하고 정화하는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중요한
환경 이슈와 정보를 학습하는 학교방문교육 및 물과 기후위기 환경문제를 몸소 익히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캠페인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환경센터의 다채로운 활동 지원으로 어린이 그린리더가 일상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비전: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행복한 어린이

・미션: 어린이가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기후/환경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게 한다.

어린이환경센터를 통해 성장한 어린이 그린리더 단위: 명

34,93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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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9

2011

48,800

2012

61,698

2013

74,472

2014

87,789

2015

100,753

2016

113,635

117,824

119,971

2017

2018

2019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아동청소년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함께합니다.

올해의 어린이 그린리더를 만난 활동들!

캠페인

308 명

현장체험

환경교육

190 명

어린이환경센터 창립 7주년 기념 환경콘서트
“여름아~ 학교 가자!”

1,184 명

환경캠프

205 명

환경지원

260 명

캠페인

어린이환경센터는 창립 7주년을 맞아 MBC FM4U와 함께

‘기후변화’를 주제로 환경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MC 정지영과
김용택 시인, 남궁인, 스윗소로우 등이 출현하여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지구의 날 특집방송으로 방송되었습니다.
300명의 그린리더가 함께 현장을 빛내 주었습니다.

어린이 기후변화 탐사대

현장체험

8월 30명의 어린이 탐사대원을 선발하여 2박3일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그레타 툰베리에게 영감을 받아

“글로벌 기후위기를 주제”로 활동했고, 어린이, 청소년
참가자들이 직접 글로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기후변화 학교

환경교육

2009년부터 진행된 어린이 기후변화학교는 학교방문형

교육과 전체 현장교육이 합쳐진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주제로 학교 방문 교육이 진행된

후, 전체 체험학습이 진행됩니다. 2019년에는 파주, 오산,

시흥 등 수도권 12개 학급에서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39

GREEN
CHILDREN

어린이 그린리더십과정

공동체의 미래에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환경교육

2011년부터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과 함께한 어린이 그린리더십과정은 매년

160여명의 어린이 그린리더와 함께 4차례의 국내 습지를 방문합니다. 전국 람사르

등록 습지 또는 숨은 습지를 발견하여 물의 소중함과 습지 생태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습지”라는 주제로 인천 영종도, 세종

장남평야, 대구 달성습지 등 국내 대도시 습지를 방문하였습니다. 11월에는 8명의

우수그린리더와 함께한 대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참가학생

1,479 명

총 국내 방문 습지

36 곳

총 해외 방문 습지

10 곳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갔으니
더, 더 좋은 그린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2019 우수그린리더
대만 해외연수
김태은 참가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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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그린리더십과정 10년

2012년 홍콩 마이포 습지
2013년 일본 타이 습지

2014년 싱가포르 순게이블로우 습지
2015년 대만 관두 습지공원
2016년 홍콩 마이포 습지

2017년 말레이시아 순게이블로우 습지
셀랑고르 자연공원

2018년 일본 사카타 습지

오오누마 국정공원

2019년 대만 관두 습지공원

그린리더관리팀

공동체의 미래에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환경재단 후원자 ‘그린리더’ 와의 만남!
올해는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 취지를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더 많은 후원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후원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모금방법 연구 및 후원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후원자와의 만남!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 친환경 굿즈 펀딩 오픈
-녹녹펀딩 런칭: 국내 최초 환경 전문 펀딩 사이트
-Everyday 식목데이: 후원자 나무심기 봉사활동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을 위한 후원자들과의 만남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후원콘서트 /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
<I Love Eco> 작가전 /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연회
-2019 에코페스트인서울 - 환경캠페인 <나의 GREEN 테스트>

그린리더관리팀은 환경재단과

후원자들의 연결고리입니다. 직접
후원자들을 만나 함께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며

환경재단과 함께 할 든든한 후원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누적 정기후원자

3,486 명

녹녹펀딩 런칭

푸를 녹 ‘綠’, 노크하다 ‘KNOCK’의

의미를 가진 녹녹펀딩은 최초의 환경

전문 펀딩 사이트입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부터

동물권 까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www.greengre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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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의 중심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 추진

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의 중심

정확히 알리고, 문제해결에 책임감을

환경재단은 2019년 4월 22일 지구의 날 기후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할 중심으로 글로벌

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개인 각자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에코캠퍼스 건립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30만장의 벽돌로 지어질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을 위한 벽돌기금 모금과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도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글로벌 에코캠퍼스의 활동을

함께할 기업,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목적
・목표

・활동영역

글로벌 에코캠퍼스는 지구차원의 문제를

갖는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모이고,
연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에코캠퍼스에서는 교육, 문화, 연구,

캠페인, 엑셀러레이팅, 포럼등의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벽돌기금 후원 기업/기관

- 국내외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에코리더 육성
- 지구용량 한계안에서 함께 번영하는 순환사회로 도약

37 개

- 기후환경 민간 싱크탱크
- 인재육성기관
- 기후위기 대응 액트탱크

벽돌기금 후원 개인

245 명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Ⅰ~Ⅴ 참석 인원

- 교육, 문화, 연구, 캠페인, 엑셀러레이팅, 포럼

3,864 명

· 위치: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43-6
· 대지면적: 1,164m2 (352평)
· 건물면적

빌딩 2,000m2 (608평, 지상3/지하2층)

44

한옥 224m2 (67평, 지상1/지하1층)

2019년 글로벌 에코캠퍼스 활동 소개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발족식
2019. 4. 22 지구의날, 에코캠퍼스 부지

글로벌 에코캠퍼스 설립을 위한 300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33인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조직, 모금,
운영,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Ⅰ

300인 추진위원회 발족 기념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후원콘서트
2019.6.5 JCC 아트센터

“음악가에게 불협화음은 견디기 힘든 것처럼 자연의 불협화음도 참을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글로벌 에코캠퍼스가 심는 곳, 기르는 곳, 제대로 매달리는 곳. 그래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곳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Ⅱ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라 트라비아타>
2019.8.11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시민들이 후원해주시는 벽돌을 하나, 하나 모아서 캠퍼스를 설립할 예정이니 기후문제를
해결할 글로벌 에코캠퍼스를 위해 여기 오신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 금난새 지휘자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Ⅲ

I LOVE ECO 작가展

2019.8.21-26 인사아트센터

“환경재단이 좋은 일에 쓸 기금을 마련하는 전시라 많은 작가들이 호응해주었습니다. 저는
부여문화원에서 열리는 유물전을 위해 모은 작품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유홍준 I LOVE ECO 작가展 공동위원장

글로벌 에코캠퍼스 프로젝트 Ⅳ

재레드 다이아몬드 신작 <대변동> 내한 강연회
2019.10.31 더플라자호텔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적 위기 중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이 해왔던 성과를 보면
기후변화 위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규제하는 합의를 마련했으며 바다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조선을 이중선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전세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대변동>, <총,균,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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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의 중심

글로벌 에코캠퍼스는 37개의 기업·기관과
245명의 개인후원자와 함께 짓고 있습니다.
30년의 교직생활, 학생들과 함께

도시 환경에 문제를 느껴 시골로 왔는데, 이곳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고민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여름에는

글로벌 에코캠퍼스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평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있었어요. 기후재난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에어컨 없이 폭염을 이겨내며 일상

장, 연대의 장, 희망의 쉼터가 되어주세요.

속의 작은 실천을 위해 노력합니다.

시민들의 붉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 박상언 가족 후원자

만들어지는 글로벌 에코캠퍼스에도,
저의 작은 실천이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 장명숙 후원자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고현숙 국민대학교 교수
김문수 ASSIST경영대학원 교수
김상헌 네이버 고문
김용택 시인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김준묵 (사)혁신경제 이사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홍신 소설가
노동영 서울대학교 부총장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회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승효상 이로재 대표
안강 안강병원 원장

글로벌 에코캠퍼스 고문단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세계적 생태환경운동가
<오래된 미래> 저자

* 가나다 순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안성기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배우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봉 홍익대 패션대학원장
임옥상 화가
장미희 명지전문대 교수, 배우
장사익 음악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조유미 퍼블리시스원코리아 대표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한비야 월드비젼 세계시민학교 교장

글로벌 에코캠퍼스가 어떻게 지어지고

김상하 삼양그룹 그룹회장
김재옥 사단법인 E-컨슈머 회장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이수성 前 국무총리

있는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건립을 위한 다양한 행사

소식, 후원자이야기, Q&A, 건물소개 등
다양한 소식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벽돌 후원도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ecocamp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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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환경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사업

지난 16년간 환경재단은 시민단체 상근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사회의 장기적

환경재단은 2003년부터 시민단체

상근자에게 재교육과 재충전의 기회를

비전을 위해 상근자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명의 상근자가

제공함으로써 한국시민사회의 수준을

동국대, 세종대, 한양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단체 상근자

되었습니다.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02-2011-4311

・2019년도 제휴 대학 리스트

동국대, 명지대, 서울여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과학종합대, KDI국제정책대학원,
원광대,경상대, 한동대 (총 11개교 제휴)

105 명

2020년도 18기 장학사업 모집 일정

지원내용

제휴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전형절차

1차 서류접수, 2차 환경재단 장학위원회 면접 (제휴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시 최종 장학생으로 확정)

지원일정

① 신청서 접수 : 2020년 8월 중순~10월 초

지원대상

총 장학생

시민단체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시민단체 상근자 (단, 직능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및 복지단체 상근자 제외),
단체의 대표 제외

② 면접 전형 : 2020년 10월 중순

③ 학교별 전형 참가 : 2020년 10월-12월

④ 최종 장학생 선정 및 수여식 2021년 1월 중
문의

scholar@greenfund.org / 02-2011-4311

*자세한 내용은 환경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역대 장학생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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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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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7
2

2003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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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기

2005
3기

2006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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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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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2009
7기

8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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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6

2012
10기

9
5

2013
11기

4

2014
12기

4

2015
13기

2016
14기

3

2017
15기

4

4

2018

2019

16기

17기

레이첼카슨홀 대관

2019년에는 10월까지 38개 환경·시민사회 단체에 무료 또는 할인으로 73회 대관하여
총 22,75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레이첼카슨홀은 <침묵의 봄>을 통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운 저자의
이름을 딴 다목적 문화공간입니다.
총 지원금액

346,270,000 원
총 대관횟수

1,617 건
총 대관단체

349 개

대관신청절차
환경재단
홈페이지 접속

그린프렌즈 ⇨
레이첼카슨홀 클릭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송부

대관 일정 확인 및
신청 클릭

· 이메일

rachelcarson@greenfund.org

출판
GREEN BOAT

2O3O ECO REPORT

<2030 에코리포트>는 환경재단에서 연 1회 발행하는 환경 전문 무크지입니다. ‘2030’은 세계

각국과 유엔을 비롯한 미래학자 등이 가장 많이 설정하는 목표 연도를 의미합니다. 즉 2030은 우

리가 바라는 세상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상징하는 숫자이
며, 20·30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MAGAZINE VOL 1.

올해 발간된 <2030 에코리포트 Vol.4>는 2030년이면 경제 주체가 될 청소년을 응원하며, 이들
이 기후변화에 대해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2030 Eco Report> is an annual magazine for the environment issued by

the Environmental Foundation. '2030' refers to the deadline shared among

futurologist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better future. In other words, '2030' symbolizes the world we are dreaming
of and what needs to be done to make a change for that future. It also contains

13회 피스앤그린보트의 생생한
소식이 담긴 매거진입니다!
the meaning of encouraging 20th and 30th generations to have hopes and

dreams.

who are going to be at the center of our economy and society by 2030, so that they

can develop specific and extensive knowledge of climate change than ever before.

에코리포 트

"2030 Eco-Report Vol.4" has been designed this year in order to support the young

구입처
알라딘, YES24,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교보문고

값 12,000원

ECO REPORT

2O3O
ISSUE NO. 4

coverstory · 기후변화의 지구 자전축이 된 열여섯 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
special · 키워드 11개로 배우는 기후변화

2030 ECO REPORT
NO 4.

환경재단에서 연 1회 발행하는
환경 전문 무크지입니다.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ISSUE NO. 4

구입처
환경재단(02-201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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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환경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환경재단은 환경·농민·인권·노동·종교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330여개로 구성된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전세계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집회의 참가단체로 함께

준비하고 행동했습니다. 시민 5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해 대학로에서 출발해 보신각으로

행진 후 다이 인(die 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요구

1. 정부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www.climate-strike.kr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는 동안 남태평양의

섬나라는 물에 잠기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저에게 편리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지구

반대편 어떤 이의 삶을 짓밟고 있다면,

저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후활동가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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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 주신 기업

감사합니다

SINCE 2004
시민과 함께 영화로 환경문제를 말하다

www.seff.kr

seff.kr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방법
후원문의 02 2011 4339, 4323
대표전화 02 2011 4300
팩스

02 725 4840

전자메일 greenfund@greenfund.org
웹사이트 www.greenfund.org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환경재단

환경재단의 푸른 발자취를 담은 <녹취록>은 친환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했습니다.
표지와 내지에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종이를 사용했습니다.

FSC종이는 비영리 국제NGO단체인 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한 지속가능한 조림 활동으로

생산된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인쇄 시 종이 유실분이 적게 발생하는 판형으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책의 수명이 다한 뒤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스테이플로 제본을 하고 비닐코팅과 후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