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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무 ___________ 님께
•

안녕하십니까, 최열입니다.

•

못 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지난 41년간 환경운동만 해왔습니다. 1975
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된 4년 동안 일본 환경서적 250권을 읽고 환경이
생명이라는 자각이 섰습니다. 당시엔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는 빈정
거림을 들었지만 지금은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애써왔음에도 무시무시한 기후
재난을 물려주게 되어 참 부끄럽습니다.

•

폭염과 이상한파, 자연산불은 물론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코
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구 자원을 남용해서 생긴 문명병입니다.
이 재난들이 불과 200년 남짓한 산업발전의 후유증이라면 앞으로 30년은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환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

우리는 탄소중독 사회에서 탄소제로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검은 탄소문
명에서 희망이 샘솟는 생명의 문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 국가나, 정부, 기업, 시
민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여러 분야가
치열하게 융합 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에코캠퍼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환경 운동 1세대로 남은 시간을 미래세대의 ‘미래’를
지키는데 바치고 싶습니다. 에코캠퍼스는 지구 차원의 기후재난 문제를 정
확히 알리고, 문제해결에 동참할 그린리더를 기르고, 모으고, 연결해서 혁
신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진앙지가 될 것입니다.

•

2050탄소제로를 향한 도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탄소와의 전쟁에 함께 나서
서 우리 문명을 구해주십시오.

2021. 3. 1.
작은나무 최열 드림

역사가 깃든 서촌에서
환경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서촌 제일 높은 언덕인 에코캠퍼스의 위치는 북악산과 인왕산의 정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권율장권,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이 살았던 필운
대와 인왕산 부채바위가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봄이면 진달래 화
전놀이에 장안의 문장가들이 시를 짓고 자연을 음미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의 경복궁은 임금이 누린 자리이며 북촌은 양반이 누렸던 자리입
니다. 이에 비해 서촌은 중인계급의 전문가들이 살던 곳이기에 시민 환경단
체의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의 중심으로 뿌리 내리기에 맞춤한 터, 이 곳에서 세상을 이롭게
할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환경재단 이사
* 표지 그림은 설계도를 인왕산 배경으로 직접 그린 작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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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해법을 담은
공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에코캠퍼스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때문에 이 공간 자체도 환경문제의 해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에코캠퍼스는 여러 친환경 기술들을 건물 곳곳에 담아 에너지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87.1 %

또한 에코캠퍼스 부지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각진 면이 많으며 높낮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정격냉방능력 : 2,650W

87.1 %

정격냉방능력 : 2,650W

87.1 %

이가 다른 재미있는 땅입니다. 또 주변엔 작은 한옥들이 있고요. 이 동네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정격냉방능력 : 2,650W

87.1 %

정격냉방능력 : 2,650W

와 골목에 어울리게 외형은 옹기종기한 면을 보여주되, 내부는 다목적 기
능을 갖도록 툭 터진 하나의 공간이 되게 설계했습니다.
승효상

환경문제의 해법을 담아보고자 건축물 내부 뿐 만 아니라 외부와의 조

이로재 대표, 환경재단 이사

화까지 세세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이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87.1 %

정격냉방능력 : 2,650W

환경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패시브 기술
옥상녹화

엑티브 기술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87.1 %

정격냉방능력 : 2,650W

태양광 발전

고효율 가전기기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사용

87.1 %

정격냉방능력 : 2,650W

87.1 %

정격냉방능력 : 2,650W

외부차양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지열을 이용한

87.1 %

정격냉방능력 : 2,650W

냉/난방 장치
외단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조명

공기탈취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냉풍기

조명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냉풍기

불관리

공기탈취

조명

불관리

(BEMS)

조명

공기탈취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냉풍기

BEMS

불관리

공기탈취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냉풍기

고성능창호

BEMS

불관리

고효율 LED조명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설치
표시난방효율

모델명 : AB7653-6001

이 외에도 다양한

87.1 %

정격냉방능력 : 2,650W

조명

공기탈취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냉풍기

BEMS

불관리

첨단 친환경기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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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다음 대재앙은
기후재난 팬데믹입니다
•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비상사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기후변화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과 동의어로 사전 밖의 현실 세계
에서 목도되고 있습니다.

•

기후재난과 같은 뿌리에서 탄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의 방식과 미래의 비
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대규모 재난은 빈곤이나 기술
의 부족 때문에 기인했다면 기후재난은 석유·석탄 등 탄소 자원의 과다한 사용으
로 초래된 것입니다.

•

이제 지난 200년간 분출한 탄소를 어떻게 줄이고, 없애고, 대체할 것인지 시험대
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인류의 문명이 걸린 도전입니다.

•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광범위한 테스트, 투
명한 정보 공개, 정보력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

우리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한다면 특유의 순발력과 응집력으로 기
후비상사태를 돌파할 솔루션과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050탄
소제로 사회를 위해 에코캠퍼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CO2

510억 톤
전세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3,400조 원
19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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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면적의 6배

870만 명
화석연료에 다른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연간 사망자 수

123만 명
19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25년간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소멸된 숲지대

1억 4천만 명
2050년 예측

기후재난으로 인한 난민의 수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프란체스코

조 바이든

교황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저의 취임 첫 날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에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 환경운동가

지구를 위한 목소리가 탐욕의 정치에
묻히지 않게 합시다.

미국대통령

복귀하였고, 4월 22일 지구의 날 세계정상들과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환경운동가

우린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희망보다 필요한 건 행동!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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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인 준비위원과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독립된 나라에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초미세먼지와 폭염, 홍수, 산불로 번지는 기후재난, 강산과 바다로
넘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이제 멈춰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33인이 뭉쳤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하였
듯,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각계인사 33인이 에코캠퍼스 준비를 위해 뜻을 모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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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멈췄던 에코캠퍼스,
지구의 날에 다시 문을 엽니다

에코캠퍼스는 K그룹 회장님의 사재 기부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재단
을 오래 지켜보던 중 환경운동이야말로 상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며 흔쾌
히 후원해 주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난관도 많았지만 3년 전에 비해 텍사스 이상한파, LA
산불, 중동사막의 폭우 등 기후재난이 점점 심각해져서 마음만 급해집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도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기업에서도 ESG 열
풍이 불고 있으며, 대안으로서 그린 수소도 부각되고 있어 환경재단이 작게
나마 역할을 해왔습니다.
2050탄소제로를 향한 도전, 에코캠퍼스는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환
경재단 20주년에 맞춰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작은 늘 두렵고 힘이 들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게다가 빨리, 잘해야 하는 일이라 각 계의 뜻있
는 분들이 꼭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에코캠퍼스를 위해서
건물 토지매입과 세금 등 67억원, 설계와 건축비로 본관 88억원, 별관한
옥 27억원, 홍보 및 인건비 등 제반 비용으로 18억원, 향후 운영을 위한 탄소
제로 기금 100억원 등 총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캠퍼스 33인 준비위원단 (가나다순)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

승효상 이로재 대표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안 강 안강병원 원장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고춘홍 이브자리 회장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고현숙 국민대학교 교수

안성기 영화배우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김상헌 프라이머 파트너, 전 네이버 대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코캠퍼스 고문단

김용택 시인

이상봉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원장

김재옥 사단법인 E-컨슈머 회장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임옥상 화가

이수성 제29대 국무총리

김준묵 (사)혁신경제 이사장

장미희 영화배우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장사익 음악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김홍신 소설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생태환경운동가 <오래된 미래> 저자

노동영 강남차병원 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회장

조유미 삼성전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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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캠퍼스 준비위원들이
그리는 탄소제로사회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 가나다순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

산악인이라 본디 네팔 히말라야를 많이 올랐

30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일 빠른

다. 기후위기 때문에 눈이 녹아서 정말 많은

방법은 10명의 자산가가 30억씩 내는 것이 효

쓰레기들이 나온다. 히말라야처럼 산을 오르

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100만 원 내는 시

느라 버린 쓰레기는 산악인들이 치워야 한다.

민들이 만 명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감동적일

환경운동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잘될 것이다. 에

것이다. 에코캠퍼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코캠퍼스가 환경 운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하겠다.

자리라고 생각이 든다.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고현숙

국민대 교수

기후・환경문제 해결은 인류 최대의 과제다.

에코캠퍼스가 구축되면 많은 환경운동가들에

대학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한양대학교도 그

게 지속가능한 쉼터, 교육과 재충전과 개발을

린캠퍼스운동으로 탄소제로를 향해 최선을 다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운동

하고 있다. 앞으로 에코캠퍼스가 기후・환경

자체가 지속가능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허브가 되도록 함께 돕겠다.

에코 캠퍼스의 큰 역할일 것이다.

노동영

안성기

서울대 명예교수

영화배우

환경을 깨끗하고 좋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

은 결국은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며,

위 국가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후대에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유도하고자 함일 것

는 지금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로 부르지 않을

이다. 에코캠퍼스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환경

까? 에코캠퍼스가 세워져서 탄소원료인 플라

운동가들을 모아 이 목표를 지속하기 위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스틱을 대체할 다양한 솔루션도 모아내고, 그린
리더를 키워내면 좋겠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재단의 감사로서 몇 년째 같이하고 있는

환경재단은 다른 환경단체들이 하지 못하던 분

데, 환경재단 직원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야를 환경 운동 영역에 잘 접목시켰다. 특히 문

있어서 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

화 예술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높인 게 가장 잘

채 참여하고 있다. 참 열심히들 노력해주어 감

와닿는다. 에코캠퍼스가 쉽고 편안하게 환경문

사하다. 주위의 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리겠다.

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층적으로 논의하
는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해외에는 장기적이고 깊이있는
논의의 장이 있는데 에코캠퍼스가 국내에서 그걸 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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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홍익대 패션대학원 원장

임옥상

화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환경을 파괴하는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갈지

직업을 갖고 있다. 특히 의상은 대량생산으

에 대해 준비 단단히 해야 한다. 에코캠퍼스

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가 이제 땅을 돋우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

다. 이 환경에 대해 배운 것을 다른 직업보다

구하고 저는 기대가 크다. 우리가 미처 정규

내가 하는 직업에 어떻게 적용해서 많은 디자이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너들, 패션하는 관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
를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에코캠퍼스가 환

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평생교육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경공부를 더 잘하게 해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장미희

영화배우

장사익

음악인

2050년, 탄소제로 지구를 만들지 못하면 상

지구의 날인데 오늘 날씨가 이렇다. 내 노래

상할 수 없는 기후재앙이 온다. 우리 인간의

처럼 항상 높고 파란 하늘을 늘 꿈꾸고 있다.

뛰어난 능력과 과학기술을 통해 지구를 살려

그런 날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

야 한다. 개인의 각성과 행동이 함께 합치면

같다. 에코캠퍼스 파이팅.

우리의 미래는 밝다. ‘지구를 살리는 모임의 장‘
에코캠퍼스 설립에 함께 참여하자.

정세균

국무총리

정재승

카이스트 융합인재학부 학부장

사람이나 조직이나 성장하려면 계기가 필요한

향후 100년 동안 인류에게 있어 가장 심각

데, 에코캠퍼스가 환경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

한 재난은 양극화와 함께 기후변화가 될 것

기가 될 것 같다. 이 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환

이다. 환경재단은 인류에게 닥칠 위험을 막

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실행하는 기틀이 되기를

기위해 수십년 애써온 수퍼히어로다. 앞으로

기원한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더 빠르고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참하겠다.
(준비위원회 발족식 축사 중에서)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이 문제를 위해 힘을 합칠 친구들을 교육하고
토론하고 연구해 환경 어벤저스를 꾸려주길 부탁
드린다. 에코캠퍼스에서 말이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에코캠퍼스가 만들어지면 지구차원의 환경문

앞으로는 탄소제로사회, ESG경영에 집중할

제를 해결할 세계적인 환경단체가 될 것이라

것이다. 의류사업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

확신한다.

기 때문에 리사이클, 리폼 등에도 앞장서겠
다. 나도 중견기업가로서 에코캠퍼스 설립에
동참하겠다. 많은 기업인들이 동참하면 좋겠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한비야

세계시민학교 교장

환경재단이 에코캠퍼스를 통해 환경문제를

에코캠퍼스 부지의 라일락이 활짝 펴서 우리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환

를 반겨준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 얼굴을 맞

경과학자로서 꼭 필요한 일이기에 함께 하겠

대고 회의를 하다보니, 굉장히 큰일을 도모

다. 축하드린다.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초록세상을 꿈꾸
면서 ‘큰나무’ ‘작은나무’로 만난 우리들한테 아
주 큰 불이 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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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제로 사회를 위한
상생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미션

에코캠퍼스는 2050탄소제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내외 정부, 기업, 시
민사회가 영역과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기후재난을 극복하고 지
속가능한 순환경제로 대전환 할 수 있는 상생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비전

아래와 같은 4가지 범주의 활동을 통해 ‘세계경제포럼’에 버금가는 ‘세
계환경포럼’을 2023년에 창립하여 에코캠퍼스가 국제사회에 영향력있
는 국제기후환경단체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의 역동성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민간 싱크탱크
––상임 연구원의 주요 기후 어젠다 연구,조사
––전세계 기후재난 상황실 운영
––국내외 정부, 대학, 주요 연구기관, NGO 등이 발간하는
기후관련 보고서, 저널 등 아카이빙

•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타워
––에코캠퍼스의 주요활동, 포럼에서 논의된 어젠다를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유
––주요 이슈, 프로그램 등 커뮤니케이션
––주요 기업, 기관 등의 기후재난 대응활동, 신산업 발굴 사례 등 홍보
––해외 연구자료 등 위클리 뉴스레터

•

기후환경 인재양성 기관

––기후리더상 제정

––지난 19년간 배출한 97만명의 그린리더들과 함께 그린수소
리더십과정, 그린수소포럼, ESG 리더십과정. ESG 포럼, ESG
Awards 개최

2050 탄소제로를

––최신 이슈와 사례 공유

향한 도전과 헌신

––기후환경교사 양성
––그린리더 양성 및 네트워킹
––공교육에 부재한 최신 어린이, 청소년 기후환경 리더십과정

•

기후솔루션 콤플렉스

경계를 초월한

정치적 중립

핵심
가치

––현존하는 기후 솔루션 수집 및 공유
––그린수소 기술향상 올림피아드

협력적 거버넌스

––플라스틱 패키지 대안 공모
––ESG 컨설팅
––청년 기후대안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12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에 코 캠 퍼 스

과학, 교육,

청년, 스타트업,

문화예술 장르간

1인 환경운동가,

통섭

전문가 지원

에코캠퍼스가 앞장서
행동하겠습니다

5대 사업분야

문화

문화, 예술,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문제를 보다 쉽게 자신의 문
제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서울환경영화제, 에코 북카페, 그린보트, JTBC 환경영화 방영 등

캠페인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전환과 행동 촉구를 위한 캠페인과 퍼포
먼스를 만듭니다.
•지구쓰담 캠페인(지구의 쓰레기를 담다), STOP CO2 GO
ACTION 캠페인, 350 캠페인, 기후환경위기시계 발표 등 방
송, 유튜브, SNS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교육

기후위기 리더십 과정, 온오프라인 강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
로 환경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린수소포럼, 기후환경교사 양성 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에코캠

국제연대

프, ESG 리더십 과정 등

국내외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오피니언 리더들
과의 연대를 통해 지구공통의 도전과제인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합니다.
•아시아 주도의 세계환경포럼 개최, 개도국 기후위기 대
응 지원 등

연구

환경문제의 원인과 예측,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지식을 쌓
고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믿을만한 정보 전달자가 됩니다.
•ESG 컨설팅, 플라스틱 패키지 대안 공모, 그린수소 기술향
상 올림피아드, 해외연구소 콘텐츠 제휴 등

2 0 5 0 탄 소 제 로 를 위 한 에 코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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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제로를 위한
환경 전문 공간이 되겠습니다

에코캠퍼스는 다목적 공유공간인 본관건물과
별관한옥으로 구성됩니다.

대지면적

총 1,138㎡(약 345평)

건물 연면적 총 2,207㎡(668평)

본관빌딩(601평) | 지상3층, 지하2층
별관한옥(67평) | 지상1층, 지하1층
건축

승효상 이로재대표
*친환경 건물 설립 예정(에너지효율 예비인증 완료)

•

별관 한옥
채식 레스토랑

에코캠퍼스 후원자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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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건물

컨퍼런스홀

옥상마당

어린이환경센터

아시아환경센터

탄소제로센터

ESG센터

에코 북카페

청년 기후솔루션
창업공간

상설 전시공간

세미나, 공연,
영화상영 등 다목적 공간

2 0 5 0 탄 소 제 로 를 위 한 에 코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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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캠퍼스 공간후원
기관, 단체, 법인 참여방법

2050탄소제로 사회를 위해 에코캠퍼스를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1천만원부터 100억원 이상 다양한 후원금액에 맞춰 한 공간을 기부기관의 이
름으로 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친환경 건축을 위한 자재, 내부시설과 비품
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분들께는 환경재단과 에코캠퍼스의 각종 환경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에
초청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자 예우 프로그램
구분

공간 조성
예우
교육 및

내용

북악산클럽

인왕산클럽

필운대클럽

소나무클럽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

◦

공간 네이밍

◦

라운지 이용

◦

◦

환경재단 주관 행사 초청

◦

◦

리더십과정 참가비 장학금

3명

1명

환경영화 기관 상영

◦

◦

기부자의 벽에 이름 새기기

◦

◦

◦

◦

감사패 증정

◦

◦

◦

감사장

환경재단 SNS / 홈페이지 게재

◦

◦

◦

기부 약정식

◦

◦

◦

행사 초청

후원자 예우

법인후원 문의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사무처
02-2011-4352
이메일 ecocampus@greenfund.org

※ 모든 후원자 분들에게 세제 혜택이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 에코캠퍼스 기념품 및 간행물을 제공합니다.
※ 환경재단은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2006년부터 시민단체 최초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유료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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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 참여방법

붉은 벽돌 한 장에 1만원,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에코캠퍼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에코캠퍼스를 위해 붉은 벽돌 30만장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
축자재인 붉은 벽돌을 사용해 변함없이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2050탄소제로를 염원하는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세워질 수 있습니
다. 기금 후원 외에도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에 동참해주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인후원 문의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사무처
02-2011-4354
이메일 ecocampus@greenfund.org

2 0 5 0 탄 소 제 로 를 위 한 에 코 캠퍼스

17

우리나라 최초 환경 전문 공익재단
환경재단을 소개합니다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
근 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산
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21개 기관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
여,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유치원생부터 최고경영자까지
아우르는 ‘그린리더’ 양성에 매진해왔습니다. 아시아 각 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국내
외 시민・환경단체들을 도왔으며,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장
학지원 등 국내 환경단체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MISSION
환경재단은 아시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
기업/시민사회가 손잡고 기후·환경문제 해결
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그린허브입니다.

VISION
2022년까지 100만 그린리더를 키우고, 1만의
후원회원을 모으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1천 개 기업·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VALUES
1. 공부합니다
2. 현장을 찾아갑니다
3. 행동합니다
4. 연대합니다
5. 함께 이룹니다

18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에 코 캠 퍼 스

함께하는 사람들

명예이사장

이사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강명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원준 롯데그룹 전 부회장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이사장

김봉영 삼성물산 전 사장

제프리존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김영철 더플라자호텔 전 대표

조상호 나남출판사 대표이사 회장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감사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최학래 전국재해구호협회 명예회장

신경섭 삼정KPMG 부회장

승효상 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
엄기영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위원장

상임이사

유홍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이선종 은덕문화원 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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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927명 그린리더와 함께
환경재단이 걸어온 19년

●

●

●

●

2002

2003

2004

2005

10월 환경재단 창립

1월

만분클럽 발족

2월

2월

136포럼 발족

9월

환경위기시계 첫발표

1회 피스앤그린보트 출항(총 14회 출항)

1기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 지원사

8월

업 발족(2020년 기준 누적 장학

11월 앙드레김 에코 스타일 패션쇼 개최

생 107명)

12월 1회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

10월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개막

●

●

●

2009

2010

2011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

2월

그린아시아 그랜트 시작

4월

후위기시계 퍼포먼스

7월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그린스

1월

6월

뉴욕 자연사박물관과 공동기획

쿨 개강

기후변화 체험전 ‘I LOVE 지구’ 개

11월 전세계

최(35만 명 관람)

화교과서> 발간
5월

188개 국 참여 온실가스

감축 ‘350 캠페인’ 시작

한반도 기후변화 종합연구서 <기후변
한겨레와 공동 주최 ‘현대 사진의 향
연: 지구 상상전’ 개최(6만여 명 관
람)

11월 동아시아 탈원전 자연에너지 네트워

크 참여

●

●

2016

2017

4월

2030에코리포트 발간 / 유발하라

3월

1기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 개설

리 교수 초청 2030에코포럼 발족

4월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11월 아시아 태양광 1만 개 지원 완료
12월 용산생태공원시민클럽 발족

소송
11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장학금 지원 프

로젝트 그린멘토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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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

2007

2008

1월

유엔환경계획(UNEP) 에코피스리더 2월 ‘STOP CO2’ 캠페인 시작
십센터 창립

4월

3월

임길진NGO스쿨 출범(총 10기 운영)

7월

8월

가수 비와 ‘아시아에 내리는 단비’ 캄

친환경전문가게 ‘에코숍’ 개점

2월

기후변화센터 설립

5월

제1기 <기후변화 리더십과정> 개설

LIVE EARTH와 전세계 10대 도시 특
별공연 ‘지구를 살리자’ 개최

보디아 우물 건설 프로젝트 진행

●

●

●

●

2012

2013

2014

2015

6월

뉴욕자연사박물관과 공동

1월

전국 릴레이 환경영화상영회 개최

2월

세계 청소년 지구환경 포럼 개최

기획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8월

베트남 쿠케마을 빗물관리시설

5월

방글라데시 바니샨타유니온에 ‘제1호

3월

1회 세계 청소년 지구환경포럼 개최

5월

1회 그린아시아포럼 개최(총 6회 개최)

6월

어린이환경센터 창립

展’ 개최(56만 명 관람)
9월

최열환경재단 대표 미국 시

완공
10월 1회 에코브릿지 페스티벌 개최

아시아 에코빌리지’ 조성
9월

애라클럽 선정 치코멘데스

토크 콘서트 <법률스님의 괜찮아요,
그대>, <청년, 그린잡을 만나다> 개최

환경상 수상

●

●

●

●

2018

2019

2020

2021

2월

미세먼지센터 창립

2월

미세먼지TV 유튜브 채널 개설

4월

4월

그린보트 첫 단독 출항

6월

에코캠퍼스 후원콘서트(정경

6월

<MBC 2018 환경콘서트 REPLAY>
개최 / NO PLASTIC! 에코카페 운영

9월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기후 재난

2월

그린수소포럼 발족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3월

ESG 리더십과정 개설

화 연주) 개최

10월 지구쓰담 캠페인 전개(해양정화활동)

제7회 아시아환경포럼 개최

12월 ESG Awards 제정

11월 新남북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환

경 협력 방안 세미나 개최 / 맹그러브
캠페인 진행

2 0 5 0 탄 소 제 로 를 위 한 에 코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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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은 UN ECOSOC 협의체,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단체로서 한국

환경재단
글로벌
네트워크

을 대표하는 환경 단체입니다. 미국 월드워치연구소와 지구환경보고서 9권
을 발간 하였고 ASOC, Connect4Climate, Green Film Network 등 해외
NGO및 전문기관들과 협업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재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총 14개국 44단체와 함께 아시아 그랜트・태
양광 지원, 우물・빗물 이용시설 설립, 에코빌리지 구축 , 아시아환경포럼 개
최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부탄

• National Women’s Association of Bhutan

네팔

• National Trust for Nature Conservation [NTNC]
• The Small Earth Nepal
• Himalayan Nature

• Forester’s Alliance for Non-Timber Forest Product [FAN Nepal]

• Research Institute for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RIBB]

• Youth Engagement in Sustainability [YES Nepal]

이탈리아

• Green Film Network(GFN)

파키스탄

• Sindh Community Foundation [SCF]

• Pakistan Fisherfolk Forum

• Al-Mehran Research & Development Foundation [AMRDF]

• Aurat (Women) Association

• Citizen Commission for Human Welfare

• Potohar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Advocacy [PODA]

방글라데시

• Shelter for the Poor

• Management and Resources Development Initiative [MRDI]

• Bangladesh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ociety [BEDS]

미얀마

• Rakhaing Women’s Union

인도

• Center For Human And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CHANARD]
• Rural Organization for Social Education [ROSE]

• Social Action Group for Achievements of Rights “SAGAR” Society

• SOUTH ASIAN FORUM FOR ENVIRONMENT [SAFE]
• Navdanya Trust

• Yerala Projects Society [Y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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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에 코 캠 퍼 스

• Tropical Institute of Ecological Sciences [TIES]

몽골

• “Onggi Gol” Movement NGO

• Global Civic Sharing Mongolia

중국

• Eco-Women Network

• Jilin Province Forestry Department

• SM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 Beijing SanShe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es

라오스

• Lao Institute For Renewable Energy [LIRE]

미국

•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ASOC)
• Connect4Climate
• Sierra Club

• Worldwatch Institute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일본

• Peace Boat

• The Asahi Glass Foundation
• Renewable

• Goldman Environmental Foundation

Energy Institute

필리핀

• Kalikasan People’s Network for the Education [KPNE]
• NGOs for Fisheries Reform, Inc.

• Cordillera Peoples Alliance [CPA]

•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Inc. [PMCJ]

베트남

• The Law and Policy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serch Center [LPSD]

• The Center for Environment and Community Assets Development [CECAD]

캄보디아

• SANTI SEMA

인도네시아

• De Tara Foundation

• Ecological Observation and Wetlands Conservation [ECOTON]
• Rivers, Oceans, Lands, Ecology (ROLE) Foundation
• Local Initiative OSH Network (LION) Indonesia

스리랑카

•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Organization [NAFSO]

•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Friends Of The Earth Sri Lanka]

2 0 5 0 탄 소 제 로 를 위 한 에 코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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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의 모든 인쇄물은 친환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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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수명이 다한 뒤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스테이플로 제본을 하고 비닐코팅과 후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환경재단
대표전화 02-2011-4300 홈페이지 www.greenfund.org

후원
문의

환경재단 글로벌 에코캠퍼스 사무처 홈페이지 ecocampus.kr
대표전화 02-2011-4305, 4398 이메일 ecocampus@greenfund.org

04533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7층 환경재단
대표전화 02-2011-4300
홈페이지 www.greenfund.org

후원신청 및 문의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사무처
홈페이지 ecocampus.kr
대표전화 02-2011-4352, 4354
이메일

ecocampus@greenfund.org

환경재단의 모든 인쇄물은 친환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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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한 책자입니다. 또한 책의 수명이 다한 뒤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스테이플로 제본을 하고 비닐코팅과 후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