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Green
환경재단 CSR 프로그램 소개서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운동가와 시민ㆍ환경단체를 도왔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MISSION

환경재단은 아시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정부/기업과

손잡고 기후ㆍ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그린허브입니다.

SLOGAN

함께 지키는 아시아, 아시아의 그린허브.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VISION

2022년까지 10만 그린리더를 키우고
1만의 그린리더(후원 회원)를 모으고

환경에 관심 가진 1천개 기업ㆍ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VALUES

우리는 그린리더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부합니다 → 현장을 찾아갑니다 → 행동합니다 → 연대합니다 → 함께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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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 환경의식 조사(출처: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9.1%로,
기업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비 방식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단연코, 환경은 지구적 차원의 우선순위입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가 경제,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힘으로 다가오는 이때,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환경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린시너지를 발휘해보세요!

환경재단 그린CSR 프로그램
어린이 환경 교육

우리나라 최고의 어린이 환경 전문기관
환경재단 <어린이 환경센터>와 공동체의
미래에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존중하는
미래의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합니다.

아시아 환경 지원

다 함께 살아가는 그린아시아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프로젝트를 함께합니다.

✓ 어린이

환경 교육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교육
#글로벌 체험 #습지 견학
#당일/숙박형 캠프
#학교 방문형 교육

✓ 에코빌리지

설립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아시아환경포럼

#국제심포지엄
#아시아 각국 정부-기업전문기관-환경단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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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그린틴
#환경영화 관람
#환경인식 고취

#그린잡 토크콘서트

✓ 맹그로브

식목사업

#기후변화 대응

✓ 아시아

태양광 전등지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 아시아 빗물 식수화 설비지원
#깨끗한 식수 공급

환경 예술 프로젝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예술, 축제 등 문화적인
접근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
생각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환경축제, 프로그램에 참여 및 후원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 개선

환경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환경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합니다

✓ 서울환경영화제

✓ 채식영화제

✓ 에코페스타

✓ 환경

사진·영상 공모전

✓ 환경

콘서트

#세계 3대 환경영화제
#친환경 축제형 마켓

✓ 유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청소년 영상교육

✓ 자원재활용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비치코밍 캠페인

✓ 대기환경문제

대응

#청정대기 국제포럼
#미세먼지 TV
#미세먼지 해결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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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채식영화제

#시민참여형 미디어 공모전
#그린뮤지션과 함께 하는 환경음악

✓ 플라스틱

사용 감축

#플라스틱 디톡스 캠페인
#친환경 오피스 만들기

✓ 친환경

생활 환경 개선

#친환경 보일러 지원
#환경성질환 치료 지원
#보호시설 살균·정화설비 설치

임직원 참여

임직원과 가족, 고객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함께합니다.

✓ 임직원

✓ 임직원

가족 캠프

#환경현장 탐방
#가족 추억

✓ 소외계층

멘토링 봉사

#미래의 그린리더 양성
#임직원 재능기부

그린 마케팅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행보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소통합니다.
예시

이 상품의 수익금은 환경재단을
통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난민을 지원합니다.

✓ 그린라벨

# 친환경 마케팅
# 환경재단 로고 사용

그린라벨
상품

교육 연수 프로그램

#리더십 과정
#환경지식 함양

✓ 기부금

매칭 그랜트

#함께해서 커지는 기부

✓ 먼슬리그린

제휴

# 환경재단 온라인 소식지
# 5만 구독자
# 광고 및 홍보 제휴

환경재단 웹레터│ vol.342

Monthly Green은 48,164명의 구독자와 함께합니다.

환경재단 웹레터 그린리포트가
MONTHLY GREEN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상품의 수익금은 환경재단을
통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난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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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문의 및 방법

재단 문의


킥오프 미팅



CSR 아이디어/계획

CSR프로젝트 수행

문 의│02-2011-4365, 4396 / greencsr@greenfund.org

환경재단 알아보기
홈페이지
greenfund.org
블로그
blog.naver.com/greenfu

제휴 기업 홍보

· 후원협약식 개최 및 언론 보도
· 환경재단 공식 홍보매체 노출
· 제휴 기업 내 재단로고 사용 등
(제품 패키징 등)

Photo by Ethan Unzicker on Unsplash

먼슬리그린 구독하기
page.stibee.com/subscriptions/19935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green

제휴 혜택

인스타그램
istagram.com/koreagreenfund/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투명한 기금 운용

환경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재단은 시민단체 최초로
매년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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