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 발간사

“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 이내에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탄소 순 배출이 제로가 되는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수소 생산 및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과 탈탄소 미래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포함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탄소 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모두가 ‘탄소 저감’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구는 오렌지처럼 계속 쥐어짤 수 없어" 비영리 TED 강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탄소중립을 사회 전환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사용한 방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는 삶의 주요 영역인 가정, 기업, 학교에서
그동안 인류는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위해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하고 많은 오염물질을

온실가스 줄이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81개의 구체적인 실천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어디서든 홍수, 가뭄, 폭설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쉽게 확인되는
‘기후 위기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 상승했으며,
1.5℃ 이상 상승하면 이상기후로 인해 인류와 모든 생명체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각 수칙을 실천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 지원제도, 실제 사례 등의 유용한 정보도
함께 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입니다. 가정, 기업,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바로 지금
나부터’ 안내서에 따른 수칙을 실천해 간다면 지구촌 어느 곳보다 한 걸음 더 앞서 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와 인류가 더불어 공존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3천만 톤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 배출 없이 매년 2천 4백만 톤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매년 30년산 소나무
약 26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양이니 얼마나 많은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021. 8.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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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안내서 구성
■

이 안내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일러두기
■

이 안내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단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의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활동을 통해 체험하며, 학교 생활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표기는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제시하였다.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CO2eq’는 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을 의미한다.

※ 국내외 선행사례와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
■
■

이 안내서는 ‘본편’과 ‘요약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편은 실천을 위한 학습 요소,

감축효과)를 토대로 우리 학교의 효과와 우리나라 초·중·고의 10%가  참여했을 때 효과를

학교 생활에서의 실천규칙,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기타 정보(관련 제도 소개 등)로  

제시하였다.

구성되어 있으며, 요약편은 학습요소와 학교에서의 실천규칙을 중심으로

※ 다수의 참여 효과를 10%로 적용한 것은 효과성을 보여주려는 의미이며, 참여 목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참여 비중 증가에 따른 효과는 부록 참고)

편성되어 있다.
※ 본편에는 학습요소와 실천규칙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안내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원단위(예: 1인, 1대 등 1개 단위의

■

이 안내서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원단위는 현재까지 정부와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문헌에 기반하여,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가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이 안내서에서 제시한 실천규칙과 실천방법 등의 내용은 보편적 대중성을 고려하여

※ 적용 예시 : 비닐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닐봉투 사용량에 대한

작성되었으므로 학교의 여건에 맞게 조정·적용할 수 있다.

추정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품목의 소비량 통계를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사용량을 가정하였다.
※ 일부 실천규칙은 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이 안내서의 실천규칙별 내용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기술되었다.
실천방법
더 알아보기
실천효과
참고

■

산출기준이 상이하므로 감축량의 정확한 의미는 ‘산출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규칙을 쉽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 예 :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원단위는 생수를 저탄소 제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부가적인 실천사항

감축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실천 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타 사회적·개인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해당 규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 등 기타 정보

이 안내서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원단위는 해당 실천규칙에 따라

■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을 돈으로 환산한
경제적 효과와 나무심기 효과로 환산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경제적 효과
나무심기 효과

배출권 거래가격(2015년~2020년 3분기까지의 평균 24,623원/톤)으로 환산한 금액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나무 수

* 30년생 중부지방 소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9.1㎏)을 기준으로 제시
■

우리집과 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종이컵, A4 용지 등)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록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학생들과 함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과 우리 생활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여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이기 위하여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와 2℃의 주요 영향 비교

탄소중립은 화석 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 제로(Net
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구분

중위도
극한 온난일

고위도
극한 한랭야

해수면 고도

산호초

해양 어획량

2℃ 온난화

4.0℃ 상승

6.0℃ 상승

0.3~0.93m 상승

99%가 위험

300만 톤 감소

1.0℃

1.5℃

0.1m

20~29%

150만 톤

1.5℃ 온난화

3.0℃ 상승

4.5℃ 상승

0.26~0.77m 상승

Technique, NET)*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한다.
* 네거티브 배출기술 : 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

식물

척추동물

곤충

16%

8%

18%

2~3배

70~90%가위험 150만 톤 감소

8%

4%

6%

출처 :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해설서, 기상청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차량과 공장의 화석 연료 연소 등과 같은 인위적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습지, 숲 복원 등 흡수원을 확대해 흡수량을 늘리거나 네거티브 배출 기술(Negative Emissions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는 종

온실가스 배출량과 우리의 생활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199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연평균
5.4%)하였으며, 2000년대는 연평균 증가율이 1.9%,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 0
배출량
저감

   

흡수

온실가스 배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2018년 기준으로 총 7억 2,800만 톤CO2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연간 국가 배출량(2017년 기준)은 세계 1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5위 수준이다. 분야별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에너지가 6억 3,240만

흡수량
증대

톤CO2(비중 86.9%)로 가장 많으며, 산업공정이 5,700만 톤CO2(비중 7.8%), 농업이 2,120만 톤CO2(비중 2.9%),
폐기물이 1,710만 톤CO2(비중 2.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탄소중립

  에너지 분야 배출량 중 가정 및 상업 등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5,560만 톤CO2이며, 이는 전력 및 열
현재

미래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제외된 수치이다. 수송 분야 총배출량은 9,811만 톤CO2이며, 이 중 도로분야에서 96.5%를
배출하였다.

왜 탄소중립은 필요한가?

※ 순 흡수량은 4,130만 톤CO2이며, 산림 흡수량 4,560만 톤CO2과 농경지 감소 등에 따른 배출량 430만 톤CO2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8)

2010년 칸쿤 합의에서 2℃ 억제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지구의 온도 변화
CO2 배출량

온도 변화

출처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에너지, 산업, 농업, 폐기물 등 모든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다.  특히, 건물 분야는 개인의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며, 수송 분야는
자동차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농업, 산업공정, 폐기물 분야의 배출은 음식과 제품의 소비와 폐기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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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변화
탄소중립은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와 생활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개인, 가정, 학교,

학교에서의 실천규칙 목록과 규칙별 실천주체
※ 실천주체의 ‘공통’은 교직원, 학생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생활화’를 문화로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오래 굳어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로 바꿔나가는 것은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종이컵’, ‘플라스틱

부문

컵’을 덜 쓰려고 직장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다가도, 주변 동료들이 손쉽게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나 혼자

맞춰 변화되도록 하려면 개인의 영역인 가정과 사회생활의 주요 영역인 기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학교가 함께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에너지 절약

  특히, 기업,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한다.

공통

물을 절약한다.

구성원들이 실천하기 쉽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절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한다.

기업과 학교는 고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함께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실천 안내서의 ‘가정편’에서는 개인과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학교편’에서는 실천을 위한 교육
요소와 학교에서의 기본 실천수칙을 제시하였다. ‘기업편’에서는 직장에서의 기본 실천수칙과 함께 1회용품 줄이기 지침
마련하기, 기업 내 녹색제품 구매제도 운영하기와 같이 제도화할 수 있는 사항, 제품의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실천주체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인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에 실천 의지가 사그라들기 쉽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방식이 ‘탄소중립’에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실천규칙

지속 가능한 소비

저탄소 식단을 운영한다.

담당부서
공통
담당부서

감축 의미가 있는 사항(예: 단일소재, 단일색상의 포장용기 사용하기), 나무심기 캠페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교내에서 텃밭 채소를 길러본다.

공통

연계할 수 있는 공익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한다.

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한다.

공통

  아울러, 근본적으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줄이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주요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
사무공간 및 기업의 건물,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친환경 이동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그간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기업, 학교

교직원 출퇴근 시 친환경 운전을 한다.
스쿨버스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학교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한다.

등 조직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학교 등의 참여로 기업은 직원과 소비자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직원
담당부서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어떻게 하면 실천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지원할 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과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공통

인쇄 시 종이 사용을 줄인다.

자연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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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심고 가꾼다.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을 예방한다.

공통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

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에너지 절약

OFF

실천을 위한 학습

1.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지구에서의 탄소순환을 이해한다.
2.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에너지 교육을 실시한다.
3. 건물 단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5. 대기전력의 의미와 차단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6. 소형 태양광제품을 체험해 본다.
7. 조명에너지 자립교실을 만들어 본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 공급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8. 그린커튼, 옥상녹화를 하고 이로 인한 온도 저감 효과를 측정해 본다.
9. 탄소중립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동아리에서 활동한다.

이를 위해 건물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생활방식이 필요하다.

실천규칙

1.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인다.

감축원단위(연간)

학교 참여 효과(연간)
우리 학교

전체 학교의 10%

3.5㎏/㎡

4.4t

5,152t

7.14㎏/대

0.7t

820t

3.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한다.

-

-

-

4. 물을 절약한다.

-

-

-

5. 절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한다.

-

-

-

‘에너지 절약’에서는 실천을 위한 학습요소로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관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실천규칙’으로는 냉·난방 조절, 전기와 물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2.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A. 실천을 위한 학습

에너지 절약

1

2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지구에서의 탄소순환을 이해한다.
* 지구와 탄소순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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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에너지 교육을 실시한다.

조명에너지 자립 교실을 만들어 본다.

- 과학 및 지리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원리와 자원 분배 등을

(옥상 태양광 패널, 창문 BIPV 설치,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활용)

그린커튼, 옥상녹화를 하고,
이로 인한 온도 저감 효과를 측정해 본다.

학습하며, 주로 기초 원리와 지식, 방법 위주로 제시한다.
-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학습한다.

3

4

건물 단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단열의 중요성 및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 Building

그린커튼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한다.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건물 창가 혹은 외벽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태양광을

발전된 시스템으로,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차단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벽면녹화 공법으로, 생활 속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에너지 절감 및 도심녹화 조성 효과가 있다. 여름철 그린커튼의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내외부 온도는 10℃ 이상 차이가 나고, 실내 체감온도는
4~5℃까지 낮춘다. 대기 중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건물

개선에도 효과적인 기술이다.

노후화를 방지한다.1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

단열 방법을 학습한다.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단열의 중요성

9

판매하도록 하려는 의무 신고제도(전체 35개 품목에 대한

건축물에서는 벽체, 지붕, 바닥, 창문 등을 통해 열이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부여)이다.

유출입되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단열을 통해
여름철에는 외부로부터 열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겨울철에는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 바닥 등을 통해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단열 방법은 가정편 안내서의 단열 관련 실천수칙을 참고한다.

5
대기전력의 의미와 차단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공기 청정기, 의류건조기
등 19개 품목

탄소중립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동아리에서 활동한다.

그린커튼 내외부 온도차

-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옥상녹화

우수 사례집 제작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건물이 햇빛으로부터 받는 열을 차단(하절기)하거나 방출하는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열을 흡수(동절기)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 식물을 심는

삼상유도전동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공법이다. 식물들이 증산작용 시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냉동기,

건물의 열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술 적용시 기존건물의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옥상에 비하여 최고 3℃ 낮은 온도를 유지 가능하다.(건물의
냉·난방에너지를 최대 15%까지 저감이 가능함)2

- 대기전력 : 컴퓨터, 모니터 등 전자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불필요한 전력

자동차

낭비를 줄이려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1

경기도, 2021, 그린커튼 만들기

       2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빌딩 학습지원 자료집

대기전력을 차단해야 한다.
타이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정보 관련 교육 홈페이지

6
소형 태양광제품을 체험해 본다.
- 태양광 전등, 태양광 선풍기, 태양광 시계, 소형 모터 등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셋톱박스

다양한 교재용 제품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해 본다.

환경교육포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투모로우

e-기후변화교육센터

(https://www.keep.go.kr/portal)

(https://www.sese.or.kr)

(http://educenter.kcen.kr)

현장 교육 지원 사례
-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학교 및 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에너지 절약 미래세대교육(2021년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정의
대상
추진 절차

미래세대(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에너지 절약 의식 및 생활 실천 습관 함양을 위한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에너지학교 및 에너지 기후변화교육학회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인다.

1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미래에너지학교 신청  ▶  심사·선정  ▶ 선정된 미래에너지학교 운영 지원

에너지

지자체별 교육 지원 프로그램(2021년 기준)
실천주체

서울

에너지수호천사단

호남

빛고을 기후대학

경기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충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문가 되기

인천

신재생에너지를 찾아라!

부산

놀며 배우는 클린에너지교실

울산

학생 미래에너지 교육

제주

공통

난방

냉방

2℃

2℃

냉·난방기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실내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천방법

제주도 초·중·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㉔

#2021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동·하절기 적정 실내온도(여름철 25~28℃, 겨울철 18~20℃)를 고려하며,
에어컨 온도 설정 시 2℃ 높이고, 보일러 온도 설정 시 2℃ 낮춘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기념일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졌는데 이에 따라 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UN이

세계 물의 날
(3월 22일)

(4월 22일)

실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교실 내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한다.

㉔

온도조절기 옆에 에너지 절약 스티커를 부착한다.

㉔

계절에 맞는 옷차림(여름엔 시원한 옷, 겨울엔 따뜻한 옷)을 하며,
특히 겨울에는 내복·수면양말·무릎담요와 같은 보온용품을 적극 활용한다.

지정하였다. 우리 인간은 공기뿐만 아니라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주변 강이나 바다가 오염되어 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㉔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한다(단, 풍향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기념을 지정하였다.

㉔

커튼을 활용하여 교실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한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서,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과 다르게 순수 민간 운동에서 시작됐다. 1969년

㉔

학교에서 월 1~2회 주기적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교체를 실시한다.

심각하게 여기고 함께 협력하여 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고

지구의 날

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 게일로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가 발 벗고 나서면서 첫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후

실천효과

1972년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 활동에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면서 ‘지구의 날’이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 온실가스 감축

1992년 리우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적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

이로써 환경보호를 비롯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자, 한국은

환경의 날(6월 5일)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을 제정했다.
1997년에는 서울에서 유엔환경계획 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면서

전체 학교 10%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4.4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5,152t

경제적 효과
나무 심는 효과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4,598만 ㎾)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에너지의 날(8월 22일)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전력 과소비를 성찰하고자 에너지시민연대에서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했다.

※ 산출정보

에너지의 날에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벌여 밤 9시부터 5분간 전등 끄기를 실천하고,

• 감축원단위 | 3.5㎏/㎡(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높일 때 에너지 절약률 적용)3

피크타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에어컨 끄기를 독려해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급당 실내면적 63㎡, 20개 학급으로 적용4

1억 3천만 원
566,154그루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출처 : 교육부 공식 블로그(https://ifblog.tistory.com), 에너지시민연대 공식 누리집(http://www.enet.or.kr)
3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 연구

4

학교시설·설비기준령

Ⅰ. 에너지 절약

17

참고

효율적인 냉방 방법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사용

참고

- 에어컨의 소비전력은 선풍기보다 3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에어컨을 '약'으로 운전하면서

대기전력 차단장치 비교
멀티탭

항목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좀 더 적은 에너지 소비로 더 빠르게 넓은 면적을 시원하게 만들

타이머 콘센트

개별 스위치형

통합 스위치형

5,000(2구) ~

3,600(2구) ~

12,000(6구)

10,000(6구)

사용목적이 다른 제품

사용목적이 같은 제품

아날로그식

디지털식

8,000 ~ 12,000

18,000 ~ 25,000

일정 시간 대기전력

일정 시간 대기전력

차단(한 구간)

차단(여러 구간)

-

-

수 있다.
- 에어컨의 풍향과 선풍기의 풍향을 같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형태

- 에어컨 가동 시 에어컨 전기 사용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실외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실외기가 여름철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어 온도가
실외기
차양막 설치

가격(원)

높아지면 응축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커지기 때문에
실외기 차양막을 설치한다면 최대 10%까지 전기
절약이 가능하다.

출처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2017,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매뉴얼

- 냉매가 이동하는 동관의 단열처리(단열테이프)를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 실내기 필터가 이물질로 막히면 흡입되는 풍량과 풍속이 감소하게 되고,
실내기 필터
주기적으로 청소

에어컨을 필요 이상으로 가동하게 되어 에너지가 낭비된다.

사용대상

예)TV, 휴대폰 충전기 예)PC 모니터,  PC 본체

전원버튼의 모양으로 대기전력 유무 확인 방법

참고

참고

대기전력 차단장치 종류

- 제품 사용 매뉴얼에서 권고하는 필터 청소주기와 교체주기에 맞게 청소한다면
3% 정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 매립형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는 설치 방법이 기존 콘센트를

- 실외기의 경우 실외기 방열판(냉각핀)이 먼지 때문에 열을 식혀주지 못한다면
실외기 방열판
주기적으로 청소

설치할 때와 같으므로 기존 콘센트 대신에 설치가 가능하다.

효율이 5~10% 정도 낮아질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먼지로 불이 날 수도 있다.

- 노출형은 콘센트의 교체 작업 없이 일반 멀티탭과 같이 사용할

- 청소가 가능하다면 실외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 1회, 가동 기간에는 2~3개월에 1회

수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사용이

정도 청소하는 것이 좋다.

불가능하다.
-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대기전력 차단이 필요한 콘센트 라인을 기존의 조명 스위치로

2

에너지
실천주체

공통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연결하고 스위치 기능이 가능한 복합형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로
교체한다.

OFF

* 이 경우, 추가적인 스위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대기전력
차단 후 복귀가 편리하며 대기전력량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전력이란 기기의 동작과 관계없이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전력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을 뜻한다.

실천방법
㉔

대기전력이 높은 전자기기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하루 중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실천효과

■ 온실가스 감축

전자기기를 확인해 본다.
㉔

우리 학교

전자기기 특성 등을 고려해 알맞은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인터넷 수신기’는 각각 멀티탭으로 묶어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한다.

더 알아보기

•전자기기 교체 시 대기전력이 낮은 제품이나 절전모드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한다.
- 자세한 대기모드 소비전력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누리집
(https://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학교 10%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0.7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820t

경제적 효과
나무 심는 효과

2천만 원
90,110 그루

※ 산출정보
• 감축원단위 | 7.14㎏/대(컴퓨터 1대당 연간 대기전력 소모량을 적용하여 산출)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컴퓨터 91대를 적용

•대기전력이 없는 제품과 있는 제품은 전원 버튼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상황에 맞게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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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실천주체

공통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한다.

주요 국가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2017년 기준)

참고

빈 교실의 조명을 소등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OFF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실천방법
㉔

사용하지 않는 교실의 조명은 소등한다.

㉔

전등 스위치마다 소등 스티커를 부착한다.

㉔

학급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임명한다.

㉔

주간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 측과 복도 측의 조명은 소등한다.

㉔

학교 외벽 전등의 점등·소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에너지
실천주체 담당부서

절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한다.

절수 설비는 절수형으로 생산된 완제품을 의미하며, 절수 기기는 기존 설비의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장착하여 절수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제품을 가리킨다.

에너지 절약 운동 실천학교

참고

실천방법

서울 문덕초등학교는 ‘검지 꾹’ 등

맑은 날에는 햇빛이 잘 비치는 창가 쪽 전등을 끄도록 권장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와 연계한

반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임명해 체육관, 체험학습 등으로 이동이 발생할 때에

에너지 절약 운동을 인정받아 2014년

소등하도록 했으며, 전등 스위치마다 ‘검지 꾹’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여 놓으므로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㉔

화장실 등 수전 교체 시, 절수 설비를 설치한다.

㉔

설치가 간편한 세면대, 양변기에 절수 기기를 장착한다.

더 알아보기

4

에너지

물을 절약한다.

실천효과
5

■ 비용절감 효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설비’를 이용해 공급되며,
이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이 사용된다.

실천주체

공통

•사용 용도에 맞게 수압을 조절해서 사용해도 절수 효과가 있다.

절수 기기 설치 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95L(2019년 기준),
이에 따른 우리 학교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6.6㎏이다.
참고

실천방법
㉔

수도꼭지는 적당한 수압(최대 수압의 절반 이하의 수압)으로 조절해서 사용한다.

㉔

걸레를 빨 때는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㉔

양치할 때는 컵을 사용한다.

항목

가격(원)

수돗물 사용료 절감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의 비교
절수 설비

절수 기기

(세면대) 센서형 절수 설비

(양변기) 소·대변 구분용

(세면대) 포말형

(양변기) 로탱크용

100,000~300,000
(제품에 따라 다양)

65,000

10,000

10,000

인체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감지될 경우에만 토출하는 설비

소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토출할 수 있는 설비

토출되는 물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수압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기

양변기 내 사이펀기둥에
설치하여, 물을 내릴 때 같이
내려가 배수마개를
빨리 닫는 기기

형태

실천효과

■ 양동이에 물을 받아 사용할 때
양동이에 받아 사용하면

물 사용량 절감 가능

1/5 절감

설명

■ 양치 컵 사용할 때
양치 컵을 사용하면

물 사용량 절감 가능

고려사항

35L 절감

절수효과

- 별도의 교체 작업이 필요하므로, 리모델링 시 적용 가능
- 별도의 공사비 소요
20~66% 절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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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절수

- 별도의 교체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해당 설비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 필요
20~66% 절수

33~66% 절수

출처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2017,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매뉴얼

* 양치 시 입을 헹구는 동안 물을 계속 틀어 놓는다면 약 36L(3회 기준)가 소모되나 컵을 사용하면 1L 이하로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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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Ⅱ.

■ 실천 방법 및 기타 정보는 가정편 실천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 표의 ‘감축원단위’는 1가구, 1대, 1인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이며,
‘10% 실천 시 감축효과’는 단위별 국내 통계의 10%가 실천한 경우의 감축효과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 실천 용이성,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1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단계

적은 비용(10만 원 이하)이 들며, 생활습관 변경으로 실천 가능한 수칙

2단계

적은 비용(10만 원 이하)이 들며, ‘1단계’에 비해 실천이 어려운 수칙

3단계

고비용(10만 원 이상)이 들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칙

실천수칙

1
단
계

166.8㎏/가구

348,462t

2. 전기밥솥 보온기능 사용 줄이기

141.9㎏/가구

296,443t

3. 냉장고 적정용량 유지하기

40.0㎏/대

137,337t

4. 비데 절전기능 사용하기

25.4㎏/대

9,293t

19.5㎏/가구

40,737t

16.5㎏/대

37,976t

4.9㎏/대

9,786t

-

-

138.3㎏/가구

288,923t

10.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81.5㎏/가구

170,262t

11. 절수 설비 또는 절수 기기 설치하기

25.7㎏/가구

53,690t

207.2㎏/제품군

315,573t

13.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사용하기

200.0㎏/가구

126,240t

14. 주기적으로 보일러 청소하기

130.0㎏/가구

82,056t

5.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7.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8.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9.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12.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3
단
계

10% 참여 효과(연간)

1.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6.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2
단
계

감축원단위(연간)

15.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16. 가정 내 지역난방배관 청소하기

38.6㎏/개

521,795t

27.8㎏/가구

8,388t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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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산업구조는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바꿔 나갈 것이다.
소비 단계에서 개인과 기업이 탄소발자국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면
제조와 소비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인증 제품, 이동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제품, 중고제품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에서는 실천을 위한 학습요소로 탄소발자국의 의미와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순환경제를 위해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실천규칙’으로는 음식 소비로 인한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규칙과
학생들이 제품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교복 물려주기를 규칙으로 제시하였다.

A. 실천을 위한 학습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사항

1
탄소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본다.
-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소비가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여,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물건 구매 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생각해보고 구매할 수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있도록 한다.

2
탄소발자국과 관련한 인증 제도를 알아보고 물건을 선택할 때 참고한다.
환경성적표지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실천을 위한 학습

- 사무용품, 건설자재, 생활용품 등이 인증받을 수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등 총 7가지로 나뉜다. 제품의 원료

1. 탄소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본다.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신뢰성이 높다.

2. 탄소발자국과 관련한 인증 제도를 알아보고 물건을 선택할 때 참고한다.
3.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4. 지구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고려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ESG 경영 등)을 알아보고 널리 알린다.
5. 분리배출이 쉽도록 제작된 제품을 소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저탄소 제품

저탄소농축산물

원료 대체, 공정 개선 등으로 탄소발자국을 동종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제품의 평균 탄소 배출량보다 줄이거나 기존 자사제품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대비 3.3% 이상 감축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우리 농산물을 인증한다.

인증한다.(세탁세제, 음료, 물, 설탕, 물티슈 등)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61개 품목)
*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과 기술

실천규칙

1.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2. 저탄소 식단을 운영한다.
3. 교내에서 텃밭 채소를 길러 본다.
4.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한다.

감축원단위(연간)

학교 참여 효과(연간)
우리 학교

4.3㎏/인

2.1t

2,459t

1.38㎏/인

0.7t

820t

-

-

3

전체 학교의 10%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 농산물 수입과정의 탄소 배출량과 밥상 위에 차려지는

-

동영상 교육이 가능하다.

*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http://smartgreenfood.org) 내 ‘생활 속의

* 참고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유튜브 ‘[푸드마일리지] 넌

탄소이야기’ 하위 메뉴인 ‘밥상의 탄소발자국’에서 다양한 음식의

-

-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음식의 탄소발자국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어디에서 왔니’

탄소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6

- 푸드마일리지 줄이기 실천 방법으로 텃밭 채소 길러보기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체험교육이 가능하다.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 (http://smartgreenfood.org)

출처 :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http://smartgreenfood.org)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지속가능한 소비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4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1

지구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고려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ESG 경영 등)을 알아보고 널리 알린다.

소비

- 친환경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실천주체

ESG 경영이란?

공통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약 522만 톤이며, 분야별 발생량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가정이 76%, 음식점이 17%, 사업장이 7% 수준이다.(2019년 기준)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최근 기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천방법

5
분리배출이 쉽도록 제작된 제품을 소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알아보고, 소비자로서 학생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와 분리배출이 쉽게

㉔

1인 적정량을 참고할 수 있도록 1인 적정량을 담은 표본을 배식대 앞에 전시한다.

㉔

음식을 직접 식판에 담을 경우, 평소 식사량을 고려하여 먹을 만큼만 담는다.

㉔

배식받는 경우, 배식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양을 말하여 적정량을 배식받는다.

더 알아보기

제작된 제품을 선택하며,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잔반 유무에 따라 퇴식구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 잔반이 없는 이용자는 잔반통이 없는 퇴식구인 ‘그린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잔반이 있는 이용자는 ‘레드존’ 퇴식구에서

* 분리배출이 쉽도록 제작된 제품 구매하기, 분리배출 올바르게 하기는 가정편 실천안내서 내용을 참조한다

잔반을 버리도록 하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잔반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순환경제란?

순환경제 효과

물질과 자원을 적게 투입하고,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며, 궁극적으로

2021년 1월 서큘래러리티 갭(Circularity Gap)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전략과 자원 소비 절약을 통해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면,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

전 지구적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39%의 감축이 가능하고,

설계가 필요하다. 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천연자원 사용을 28%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Circle

위하여 수리 후 사용, 재사용 등으로 제품 수명을 연장하거나

Economy, The Circularity Gap report, 2021).

실천효과

■ 온실가스 감축
우리 학교

재제조,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매립과 소각이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2.1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2,459t
6천만 원
270,220그루

전체 학교 10%

최소화되도록 한다.

경제적 효과
나무 심는 효과

※ 산출정보

저탄소 식단, 푸드마일리지, 환경성적표지
정보 관련 홈페이지

• 감축원단위 | 4.3㎏/인(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온실가스 배출량에 음식물 쓰레기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출)

소비 관련 기념일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학생수 456명, 교직원수 43명을 적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30% 줄이는 것으로 가정

일 년에 단 하루는 물건 사지 않는 날(11월 26일)

참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가장 물건을 많이 사는 때인

울산광역시 남목중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2019년 학기 초부터 잔반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의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다. 이날은 우리가 자주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잔반 제로’ 캠페인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서 급식실

사고 쉽게 버리는 물건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환경교육포털

스마트그린푸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s://www.keep.

(http://www.

환경성적표지

go.kr/portal)

smartgreenfood.org)

(http://www.epd.or.kr/)

앞에 게시하고, 매주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학기 초부터 ‘잔반 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되짚어보는 날이다. 일 년에 단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잔반이 이전보다 20% 정도 줄었고,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는

하루만큼은 소비를 절제하고 낭비를 줄이며 지속적 삶의

수요일에는 35% 정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7

방식에 대해 돌이켜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처 : 환경교육포털 누리집(https://www.keep.go.kr/portal)

잔반 제로 캠페인

7

대한급식신문, 2019. 4., 울산 남목중학교, ‘잔반 제로’ 캠페인으로 잔반 줄이기 실천

Ⅱ. 지속가능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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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식단을 운영한다.

2
소비

실천효과

■ 푸드마일리지 감소

농축산물을 생산·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면 푸드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다.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여 저탄소 급식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실천주체 담당부서

실천방법

학교 텃밭 효과

참고

- 식물 용어를 학습함으로써 어휘력이 늘고 식물 생장에 필요한 환경조건, 식물 번식,

㉔

지역 농산물(로컬푸드)로 메뉴를 구성한다.

㉔

생산·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철 식재료로

식물의 이용, 생태계 그리고 계절적 변화 등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교육적 효과

- 텃밭 활동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함으로써 각자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또한 권리 존중, 책임 분담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메뉴를 구성한다.

통하여 친구 간에 협력하고 분업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습득하게 된다.

- 제철 농식품 관련 정보는 농식품정보누리(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및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메뉴를 구성한다.

㉔

조리 시, 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생채 메뉴로 구성한다.

㉔

푸드마일리지8를 줄이기 위해 지역 농산물 및 국내산 농축산물 먹는 날 캠페인을 벌인다.

- 텃밭 활동은 정서 함양과 감수성 신장에 도움이 되며,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농업에
정서적 효과

미친다.
신체적 효과

실천효과

참고

■ 온실가스 감축
우리 학교

- 식물을 심는 등 텃밭 활동 과정에서 손으로 쥐거나 펴는 동작을 통해 소근육이 발달하게
되며 허리나 무릎 등의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대근육이 발달한다.

학교 텃밭 우수 사례10

-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2019년 개최된 ‘제15회 생활원예

경제적 효과
나무 심는 효과

중앙경진대회’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0.7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위봉초등학교가 하교학습원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 위봉초등학교는 경진대회에서 놀이공간 같은 텃밭 디자인과

820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전체 학교 10%

대한 인식 증진, 환경 태도와 자아존중감, 감성 지능과 성취동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곡물을 이용한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특용작물을

2천만 원
90,110그루

포함한 다양한 식물의 재배 관점을 제시하여 즐겁게 가꾸고
배우는 학습원을 조성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 산출정보

참고

• 감축원단위 | 1.38㎏/인(일반 사과 대비 저탄소 인증 사과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적용하여 산출)9

초중학교 텃밭 활동 사례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학생 수 456명, 교직원수 43명을 적용하여 1인당 연간 사과 10.3㎏ 소비한다고 가정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 텃밭 활동

(2020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전라북도 전주시 인후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8회기 진행하였다.

3
소비

실천주체

공통

교내에서 텃밭 채소를
길러 본다.

1-1. 교내 상자형 텃밭

텃밭 활동은 식재료의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 외에도

1-2. 상자텃밭 조성하기

1-3. 수확하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교 텃밭 활동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먹거리의 소중함 등을 알도록 하는 현장 교육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근영중학교에서는 1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실천방법
㉔

학교 내 유휴 부지인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한다.

㉔

텃밭 수업을 먹거리 및 식습관에 대한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㉔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교 텃밭 프로그램  주제선택형 ‘텃밭에서 나를 채우다’를 11회기 진행하였다.

2-1. 교내 모듈형(재배 틀) 텃밭
8

식품이 생산·운송·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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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한다.

4
소비

작아지거나, 진학으로 인해 더 이상 입지 않는 교복을
버리지 않고 물려준다면 자원절약 및 경제적 절약이 가능하다.

실천주체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학생

실천방법
㉔

안 입는 교복은 물려주거나 기증한다.

㉔

졸업 시기에 맞추어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 실천 방법 및 기타 정보는 가정편 실천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참여를 안내하고, 진행 모금액은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거나
참여한 졸업생에게 혜택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 표의 ‘감축원단위’는 1가구, 1대, 1인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이며,
‘10% 실천 시 감축효과’는 단위별 국내 통계의 10%가 실천한 경우의 감축효과를 의미한다.
- 실천 용이성,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1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실천효과

■ 환경 보전의식 제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 실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 자원순환 제고

적은 비용(10만 원 이하)이 들며, 생활습관 변경으로 실천 가능한 수칙

2단계

적은 비용(10만 원 이하)이 들며, ‘1단계’에 비해 실천이 어려운 수칙

3단계

고비용(10만 원 이상)이 들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칙

실천수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류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써
자원순환을 제고할 수 있다.
참고

1단계

교복 물려주기 행사

평택자원순환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자원절약 교육, 재활용 자원 교육 등의 취지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자원순환협동조합에 인계하면
자원순환협동조합이 재활용이 가능한
옷을 선별하여 세탁하고 학부모회가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전시-판매하는 단계로
이뤄진다. 교복 물려주기에 동참한 학생에게는
자율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의 교복 수거율은 60%를 넘었다.

10% 참여 효과(연간)

1.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4.3㎏/인

22,265t

2.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2.6㎏/인

13,463t

1.38㎏/인

7,146t

4. 품질이 보증되고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 사기

-

-

안내드립니다.

5. 과대 포장 제품 안 사기

-

-

교육지원청에서는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511호에 의거하여 교복

6.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구조로 된 제품 구매하기

-

-

130.8㎏/인

677,272t

8. 새활용, 재활용 제품 이용하기

-

-

9. 중고제품 이용하고 안 쓰는 제품은 나눔하기

-

-

사례

교복 물려주기 행사 참여 안내장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1
단
계

3.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교복 물려주기(교복 은행) 행사에 대하여

물려주기(교복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학교에서 교복을 수거하여

감축원단위(연간)

동참하고자 합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둘째, 물자 절약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단
계

7.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3학년 학생(졸업생) 중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교복을 학교에서 임시 보관합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 민간 위탁 업체에서 교복을 일괄 수거해 가도록 합니다. 이후 교복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물려주기(교복은행) 행사의 판매 수익금은 참여 학교의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회성 교복 물려주기 행사로 그치지 않고,
행사 후에도 교복을 2층 회의실에 계속 전시,
비치, 판매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제든지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시중보다 대략 85% 저렴한 가격에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되는 만큼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졸업식 이후 2월 14일까지 본교 학생생활안전생활교육부에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복은 하복, 동복, 생활복 등 모두 해당됩니다.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11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2021.  2.  5.
O  O  고  등  학  교  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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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친환경 이동 실천사항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친환경 이동
실천을 위한 학습

1. 자동차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을 알아본다.
2. 전기·수소 자동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3. 수소의 종류(푸른 수소, 회색 수소, 녹색 수소)를 알아본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은 내연기관차를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로 바꿔나가야 하며,
이동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규칙

감축원단위(연간)

내연기관차와 비교되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실천규칙’으로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등하교와 출퇴근 시 실천할 수 있는 2개의 규칙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수송 시스템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쿨버스의 전기버스 교체와 학교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기를 규칙으로 포함하였다.

우리 학교

전체 학교의 10%

1.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한다.
① 1.5㎞ 정도의 짧은 거리는 도보로 통학하기
② 차량 이용이 필요한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이동’에서는 실천을 위한 학습요소로 자동차와 온실가스의 관계,

학교 참여 효과(연간)

2. 교직원 출퇴근 시 친환경 운전을 한다.
3. 스쿨버스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학교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한다.

31.5㎏/인

14.4t

16,862t

285.4㎏/대

6.0t

7,026t

100.7㎏/대

2.2t

2,576t

-

-

-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A. 실천을 위한 학습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1

1

자동차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을 알아본다.
-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수송

- 이동 수단(대중교통, 내연기관차 등)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3%를 차지한다.

차이를 알아본다.

항공, 도로, 철도, 해운 등으로 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톤이 도로 부분에서 배출되었다.

교통수단

항공

철도

버스

승용차
(휘발유)

배출량

8000

5299

291

50

43

38

53.3

5.9

10

50

43

38

1인당
배출량

(150명 (900명  
탑승 기준) 기준)

공통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 자가용이 약 92.4%를 차지하므로

서울-부산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 ㎏, 이산화탄소 환산)

총배출량 98.1백만 톤 중 약 96.5%에 해당하는 94.7백만

실천주체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한다.

(28명
기준)

승용차
(경유)

승용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

실천방법
㉔

등하교 및 출퇴근 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한다.

- 자전거 이용 권장 시에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수적이다.12

(승용차는 아반떼 등급 기준)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더 알아보기

2

3

전기·수소 자동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수소의 종류(푸른 수소, 회색 수소, 녹색 수소)를 알아본다.
녹색 수소

전기 자동차

엔진이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을 구동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실천효과

■ 온실가스 감축
① 1.5㎞ 정도의 짧은 거리는 도보로 통학하기

재생에너지 전력과 수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로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

우리 학교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4.4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6,862t
4억 원
1,852,967그루

회색 수소

* 저공해차 정보 누리집
(https://www.ev.or.kr)에서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수소로서, 처리

전기 자동차의 개요 및 보급 목적을 참고할 수 있다.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 자동차

청색 수소

수소와 산소만으로 전기를 만들어 차량을 구동하여

회색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제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탄소의 배출량을 줄인 수소로서,

전체 학교 10%

나무 심는 효과
※ 산출정보
• 감축원단위 | 31.5㎏/인(버스, 지하철 배출원 단위 평균값 적용하여 산출13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 교육 정보 관련 홈페이지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학생 수 456명을 적용하고 통학 거리는 1.5㎞로 가정하여 산출14

② 차량 이용이 필요한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 관련 기념일

우리 학교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

전체 교직원 10%

(In Town without my car)”라는 시민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전 세계 40여 개국, 2,000여 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세계적인 날로 발전하게

한국자동차

(https://www.keep.

환경협회

go.kr/portal)

(http://www.aea.or.kr)

6.0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7,026t
1억 7천만 원
772,088그루

경제적 효과

※ 산출정보

진행하고 있다. ‘2020 친환경 교통주간(2020년 9월 16일 ~ 9월 22일)’에는  

• 감축원단위 | 285.4㎏/대(주 1회 휘발유 사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산출하고 운행 거리 30㎞/일로 가정하여 산출)

잠시 이동을 멈춰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교원 수 43명을 적용하고 그중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가정하여 산출

되도록 자전거와 도보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권장했다.
출처 : 환경교육포털 누리집(https://www.keep.go.kr/portal)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나무 심는 효과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차 없는 날과 유사한 캠페인을
환경교육포털

경제적 효과

12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https://www.bike.go.kr)

13

서울연구원, 2018, 교통부문 탄소 배출 감소추세 뚜렷 교통수요 관리정책 지속 추진 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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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효율 및 효과

참고

- 자전거 통행속도는 통산 10~30㎞/h(평균 15㎞/h)로 보행속도 대비 3~8배 빠르며, 신호 교차로가 있는
일반적인 도시부에서 차량의 신호대기 등을 고려하면 근거리는 차량보다 빠르다.15

구분

경제운전 실천 항목

교통정보

교통정보 생활화

경제운전 가이드라인

- 교통정보 매체(지도, 인터넷,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등)를
활용하여 운행 전 최적경로를 파악한다.

- 자전거는 대기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등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대부분이 부품을
교환·재활용할 수 있어 쓰레기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알뜰교통카드16

참고

엔진 예열 최소화

- 엔진 예열 적정 시간은 10초(여름)~30초(겨울)로 한다.

출발은 부드럽게

- 자동차 출발 5초 후에 시속 20㎞(1,500rpm)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 알뜰교통카드는 교통카드와 마일리지가 결합되어 대중교통 요금의 최대 30%를
할인받는 제도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덜면서,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 교차로의 신호를 예측하여 관성으로 정지한다.

운전습관

관성주행 활용

- 오르막길 진입 전 가속하여 탄력 주행을 한다.
- 내리막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적절히 활용한다.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노력 정도에 따라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 대상지역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청주,

정속주행 유지

옥천, 제천), 충남(천안, 아산),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전남(무안, 순천, 신안), 경북(포항, 경주,

- 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차로변경은 자제한다.
-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영주, 김천, 영천), 경남(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양산, 통영, 고성), 강원(춘천)이다.
- 자세한 사항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누리집(https://www.al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회전 최소화
적재물 다이어트

자동차관리

에어컨 사용 자제

소모품 관리 철저히

교직원 출퇴근 시
친환경 운전을 한다.

2
수송

실천주체

교직원

친환경 운전이란 친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편리성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전체 교직원 10%

17

-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및 연비 향상 효과가 있다.

경제운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https://www.kotsa.or.kr/ecodriv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어컨 사용(내리막 ON, 오르막 OFF)을 최대한 억제한다.
- 에어컨 작동은 고단에서 시작하여 저단으로 유지한다.
- 각종 소모품 교환 주기를 준수한다.
- 매월(최소 분기별) 1회 차량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한다.

■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법

㉔

- 자동차 연료의 절반만 채워 운행한다.

실천효과

우리 학교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고,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한다.

- 트렁크를 비우고 불필요한 짐은 뺀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제운전 에코드라이브

지향하는 운전 습관으로 ‘에코드라이브’이라고도 한다.

㉔

- 장시간 주정차 시 엔진을 정지시킨다.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2.2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2,576t
6천만 원
283,077그루

경제적 효과
나무 심는 효과

※ 산출정보
• 감축원단위 | 100.7㎏/대 (친환경 운전 실천수칙 중 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않기, 엔진 공회전하지 않기, 불필요한 짐 싣고 다니지 않기를 실천한 경우의 연료 절감 효과를
적용하고, 급출발 횟수 일 5회, 공회전 일 5분, 불필요한 짐 50%를 줄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교원 수 43명을 적용하여 그중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가정하여 산출

더 알아보기

•친환경 운전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5

행정안전부, 퀴즈로 풀어보는 자전거 상식(https://www.mois.go.kr/frt/sub/a06/b06/bicycle/screen.do)

16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누리집(http://www.alcard.kr)에서 카드 신청 가능

17

환경부, 2011, 친환경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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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송

실천주체 담당부서

스쿨버스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학교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한다.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실천방법
㉔

■ 실천 방법 및 기타 정보는 가정편 실천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스쿨버스 및 관용차량 교체 시, 전기버스와 전기 자동차로 교체한다.

- 표의 ‘감축원단위’는 1가구, 1대, 1인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이며,
‘10% 실천 시 감축효과’는 단위별 국내 통계의 10%가 실천한 경우의 감축효과를 의미한다.

- 전기 자동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㉔

학교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 전기 충전기를 설치한다.

- 실천 용이성,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1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전기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제도

지원 대상

전기 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 사업

지원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충전시설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과금기능이 있는 일반

전류를 공급하여 충전

콘센트(220V, 2핀)를 사용하여 충전

출력

7kW 이상

3kW 이상

장점

과금형 콘센트에 비해 충전시간이 짧음

설치가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

단점

설치에 제한이 있고 비용이 큼

충전시간이 많이 소요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2021년 기준)                                                                                                     (단위 : 만 원)
지원기준 및

구분

1기

2~5기

6기 이상

단가

완속충전기(C타입)

200

180

150

과금형콘센트

50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가 부담

충전시설 설치 신청
(4월 9일 이후)

충전시설 설치
(3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공사 완료시)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설치 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사업수행기관
(설치 신청서에 명시
된 기관)

설치 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 절차

참고

적은 비용(10만 원 이하)이 들며, ‘1단계’에 비해 실천이 어려운 수칙

3단계

고비용(10만 원 이상)이 들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칙

실천수칙

https://ev.or.kr

완속충전기

충전방식

적은 비용(10만 원 이하)이 들며, 생활습관 변경으로 실천 가능한 수칙

2단계

누리집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완전 개방형 공용

구분

1단계

1
단
계

3
단
계

감축원단위(연간)

10% 참여 효과(연간)

1.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285.4㎏/대

515,767t

2. 친환경 운전 실천하기

100.7㎏/대

181,982t

3.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과 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44.6㎏/대

80,600t

4.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19.0㎏/인

98,380t

1,450.0㎏/대

2,620,400t

5. 전기·수소 자동차 구매하기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보조금 지급
(30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
(사업수행기관)

학교 내 전기 충전기 설치 사례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내에 전기 자동차

출처 : 뉴스워커, 2019. 11.,
‘전남여고, 광주 공립학교 최
초 전기 자동차 완속충전기
2기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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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원 절약과 재활용 실천사항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실천을 위한 학습

1.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알아보고,
이를 위해 제품의 제조-사용-폐기·재활용의 과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본다.
2. 재사용과 재활용(새활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 어떤 제품이 해당하는지 찾아본다.
3. 1회용품이 나와 지구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4.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일생(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대해 알아본다.
5. 우리 학교, 가족, 마을, 지역, 나라에서 나온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본다.
6.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쓰레기를 5L(종량제봉투)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해 본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7.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이용해 본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 모두 올바른 분리배출, 1회용품과 종이와 같은 자원을
덜 사용하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규칙

1.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2.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서는 실천을 위한 학습요소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재활용, 새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였다.
‘실천규칙’으로는 종이와 1회용 컵 등의 자원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3.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4. 인쇄 시 종이 사용을 줄인다.

감축원단위(연간)

학교 참여 효과(연간)
우리 학교

전체 학교의 10%

88.0㎏/인

43.9t

51,407t

26.0㎏/인

13.0t

15,223t

3.5㎏/인

1.7t

1,991t

0.005264㎏/장

1.4t

1,639t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를 포함하여 4개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A. 실천을 위한 학습

자원절약과 재활용

1

5

6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알아보고,
이를 위해 제품의 제조-사용-폐기·재활용의 과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본다.

우리 학교, 가족, 마을, 지역, 나라에서 나온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본다.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쓰레기를 5L(종량제봉투)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해 본다.

* 순환경제 의미는 ‘소비와 생활’ 내용 참조

7
2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이용해 본다.
18

재사용과 재활용(새활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 어떤 제품이 해당하는지 찾아본다.
재사용 사례

재활용(새활용) 사례

규격화된 공병은 주류회사가 수거·세척·소독하여 소주, 맥주병으로

규격화되지 않은 와인병, 양주병은 새활용 기업이 수거하여 공예품,

재사용. ‘빈용기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재사용 비중 증대

컵 등으로 새활용한 뒤 판매, 캠페인 수익금으로 이윤 창출

-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캔과 페트병을 투입구에 넣으면

- 품목당 10원이 적립되고, 누적포인트가

인공지능 센서가 인식한 후, 자동으로 분류·압착하여

2,000점 이상이면 수퍼빈 누리집

수거하는 자원순환 회수로봇이다.

(http://www.superbin.co.kr)에서

- 회수된 캔은 분쇄·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알루미늄 강판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으로, 페트병은 쿠션 내장재 또는 의류 등으로
재활용된다.

자원순환 교육 정보 관련 홈페이지

빈병 재사용 모식도

서울새활용플라자

빈병 새활용 제품

새활용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며, 새활용과 관련된 교육, 전시 등이 이루어진다.

환경교육포털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학교

(https://www.keep.go.kr/portal)

(http://www.waste21.or.kr/)

(http://www.zerowaste.or.kr/)

새활용은 재활용의 방법 중 하나로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순환 관련 기념일
자원순환의 날(9월 6일),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

3

4

1회용품이 나와 지구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일생
(생산, 유통, 소비, 폐
 기)에 대해 알아본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1회용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알아본다.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한 날이다. 9월 6일의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구에서 나오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는 여러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지구에 살아갈 후대를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환경교육포털 누리집(https://www.keep.go.k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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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업라이트 누리집, 발트글라스 누리집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실천효과

■ 온실가스 감축
우리 학교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43.9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51,407t
12억 7천만 원
5,649,121그루

전체 학교 10%

1

자원순환
실천주체

공통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못한 재활용폐기물은 수거되더라도 선별과정에서 잔재물로

나무 심는 효과
※ 산출정보
• 감축원단위 | 88㎏/인(유리병, 페트병, 캔 생산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하여 산출)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학생수 456명, 교원수 43명을 적용

■ 재활용률 제고, 재활용품 고품질화

분류되어 결국 소각·매립되므로 배출단계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선별품의 품질이 개선되어 고품질 재활용품이 생산되고, 소각·매립이 줄고 재활용률이 증가하며,
종량제봉투도 덜 사용19

실천방법
㉔

교내에 분리배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㉔

학생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준다.

㉔

분리배출 도구를 활용해 페트병의 라벨과 뚜껑 링 등은 제거한다.

㉔

학생들과 함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㉔

학급 내 분리수거 담당 학생을 지정하고,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므로 재활용이 중요

연간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

골판지박스

택배송장,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접어 배출

신문·책자류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

플라스틱류

이물질·물기 제거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음료용기는 은박지뚜껑 제거, 물티슈는 캡과 몸체 분리 등)

대형폐기물

가구, 전기장판, 옥매트, 악기, 안마의자 등은 대형폐기물로 지자체에 개인별 수거 신청(별도 처리수수료 부담)

선별단계에서 발생된 잔재물량이 감소하여 소각·매립 처리비용이 감소하고,
감소된 비용은 자동화 등 시설여건 개선에 재투자
참고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폐비닐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2018년 6월)

참고

실천사례와 서약 등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 포털(recyclinginfo.or.kr/act4r)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도

-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10대 과제 중 하나인 ‘순환경제 활성화’ 핵심과제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중
- 투명페트병 재활용 시 재생섬유 등 생산이 가능하여 티셔츠, 가방, 페트용기 등 고품위 재활용체계 구축 가능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컵라면 용기류,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1년 후인 2021년12월 25일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 예정

과일망·포장재, 깨진병·판유리·조명기구, 도자기류(사기그릇), 고흡성수지 아이스팩,

< 투명페트병 재활용제품 사례 >

보온보냉팩, 문구류(볼펜·샤프·칫솔),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노끈, 기저귀·화장지 등
음식물이 묻어 제거되지 않은 경우, 스티커 등 이물질이 붙어있는 경우,
은박비닐·이불커버·식탁보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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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단계별 정보, 부문별로 다양한 우수

니트 및 가방

44

참고

폐기물의 발생-수거-처리 등 자원순환

< 재활용품으로 헷갈리기 쉬운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

씻어도 이물질이

약 3,000억 원 상당

■ 재활용업계 경영개선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수거함이 없는 경우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 가능)

종이팩

약 5억 매

종량제봉투 절약
종량제봉투 구매비용 절약

< 재활용품별 분리배출 방법 >

투명페트병

경제적 효과

화장품용 용기

티셔츠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Ⅳ. 자원 절약과 재활용

45

2

자원순환
실천주체

공통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3

자원순환
실천주체

1회용 컵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공통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천방법

종이 타월을 만들 때 필요한 펄프를 공급하는 나무를 아낌은 물론이고,
생산 과정에서 표백을 위해 쓰이는 물의 양도 줄이며 수질오염도 줄일 수 있다.

㉔

학교에서 물을 마실 때 개인 컵을 사용한다.

㉔

학교 실외 행사 시에는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다.

실천방법
㉔

종이 타월과 핸드 드라이어 대신 손을 씻은 후 물을 몇 번 털어낸 다음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㉔

책상 및 사물함 등에 개인 손수건을 비치해 두고 사용한다.

실천효과

■ 온실가스 감축

- 손수건을 사용하고 말릴 수 있도록 고리 달린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책상 등에 걸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한다.

우리 학교

실천효과

전체 학교 10%

■ 온실가스 감축
우리 학교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3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5,223t
3억 7천만 원
1,672,857그루

전체 학교 10%

경제적 효과
나무 심는 효과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학생 수 456명, 교직원 43명을 적용

참고

온실가스 줄이는 손 말리기

참고

1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991t
5천만 원
218,791그루

경제적 효과

※ 산출정보
• 감축원단위 | 3.5㎏/인(탄소성적표지를 활용하여 종이컵 1개의 CO2 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출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학생 수 456명, 교직원 43명을 적용

4

자원순환

- 연간 손 씻는 횟수 산정은 일 약 9회, 연 250일을 적용
- 손 씻는 횟수의 50%는 종이 타월(2장/회), 50%는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1.7t

나무 심는 효과

※ 산출정보
• 감축원단위 | 26㎏/인(종이 타월과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실천주체

공통

인쇄 시
종이 사용을 줄인다.

모아찍기

1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무 24그루가 필요하며, 인쇄 시에는 종이 사용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캠페인 사례
서울시는 손 건조기나 종이 타월 대신
내 손수건을 쓰자는 캠페인을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펼치고 있다. 20

3

외에 잉크 사용과 인쇄기의 전력 소모로 인해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

2
4

실천방법
㉔

프린터 출력 시 가능한 한 양면인쇄, 모아찍기, 흑백인쇄 등의 기능을 이용한다.

- 그린오피스 누리집(http://www.greentouch.kr)에서 프린터 출력 시
양면인쇄 및 흑백인쇄를 유도하는 인쇄용지 절약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2

환경운동연합은 ‘나지구챌린지’ 캠페인으로 손수건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㉔

각종 인쇄물(가정통신문 등) 대신 온라인(학급·학교 누리집)을 적극 활용한다.

㉔

이면지 정리함을 마련하여 종이를 재사용한다.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생태 행동 실천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손수건을
3

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등에 지급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운영하고, 화장실 내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21

더 알아보기

•한 번 사용한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재생지를 사용한다.
- 재생지를 사용하면 최소 40%의 나무를 베지 않게 하고, 물과 에너지 15~20%를 절약할 수 있으며,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22

•글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에코폰트로 인쇄한다.23
- 잉크를 최대 35%까지 절약할 수 있다.
20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env/archives/30085)

21

청년투데이, 2021, 서울시교육청, 종이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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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폰트는 잉크젯 프린터 오프셋 인쇄로 종이에 활자를 인쇄할 때, 잉크가 종이에 흡수되며
미세하게 번지는 현상을 글자 디자인에 응용하여 미세한 빈 공간을 메우게 하는 폰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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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효과

■ 온실가스 감축
우리 학교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4t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639t
4천만 원
180,110그루

전체 교직원 10%

경제적 효과
나무 심는 효과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 실천 방법 및 기타 정보는 가정편 실천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의 ‘감축원단위’는 1가구, 1대, 1인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이며,
‘10% 실천 시 감축효과’는 단위별 국내 통계의 10%가 실천한 경우의 감축효과를 의미한다.

※ 산출정보
• 감축원단위 | 0.005264㎏/장(A4용지 생산시 1장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의 A4용지 사용량을 2,176매/일, 250일 사용으로 가정

- 실천 용이성,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1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참고

그린프린터 프로그램

나눔글꼴에코

1단계

적은 비용(10만 원 이하)이 들며, 생활습관 변경으로 실천 가능한 수칙

2단계

적은 비용(10만 원 이하)이 들며, ‘1단계’에 비해 실천이 어려운 수칙

3단계

고비용(10만 원 이상)이 들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칙

실천수칙

참고

이면지·우유갑 재활용 캠페인 사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에서는 이면지나 우유갑을 모아서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 근처 복지 시설에 기부하고 있다.
또한, 이면지는 친환경 노트로 만들어 공부할 때 다시 사용하고 있다.

출처 : KBS 청주, ‘우유갑·이면지
노트·절약 앱까지…
학생들의 환경 사랑’

1
단
계

감축원단위(연간)

10% 참여 효과(연간)

1.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88.0㎏/인

455,657t

2.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26.0㎏/인

134,626t

3.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11.9㎏/인

61,617t

4.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3.5㎏/인

18,123t

5. 물티슈 덜 쓰기

2.2㎏/인

11,391t

6. 음식 포장 시 1회용품 줄이기

1.1㎏/인

5,696t

7.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0.96㎏/인

4,971t

8. 청구서, 영수증 등의 전자적 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0.64㎏/인

3,314t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22

그린포스트코리아, 2018, 재생지 사용하는 당신, 정말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23

네이버, 나눔글꼴 에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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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연보호 활동 실천사항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자연보호 활동
실천을 위한 학습

1. 탄소순환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2. 산림, 습지, 토양, 해양 등 탄소흡수원에 대해 알아본다.
3. 기후변화와 ‘산림 생태계 먹이그물의 균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4.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매년 산림을 통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26억 톤에 이른다고 한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불 예방 등 흡수원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규칙

1. 나무를 심고 가꾼다.
2.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을 예방한다.

‘자연보호 활동’에서는 실천을 위한 학습요소로 자연환경 교육과 연계하여
탄소흡수원으로서 자연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제시하였다.
‘실천규칙’으로는 나무심기와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하기를 제시하였다.
흡수원 관리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산림, 습지, 토양, 해양 등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연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A. 실천을 위한 학습

자연보호 활동

1

산림

탄소순환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가 불법 산림 훼손 등 산림 파괴에서 비롯되었다.

산림의 기능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매년 산림을 통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26억 톤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산림에서 2018년 기준 4,5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휴양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방향성 물질을

야생동물

기능

많이 발산하므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건강에

보호기능

효과가 매우 좋다.

국가 총배출량 (7억 2,700만 톤)의 약 6.3%를 차지한다.

대기정화

산림, 습지, 토양, 해양 등 탄소흡수원에 대해 알아본다.

기능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인간
생활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한다.
- 나뭇잎은 공기 중의 먼지, 아황산가스

토사유출
방지기능

- 수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서서히 공급하여
인간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사붕괴

생명체를 키우는 완벽한 하나의 생태계이다.

기능

산림의 물 저장 능력은 연간 179.7억 톤으로 ha당

방지기능

2,780톤 분량이다.

3

- 낙동강하구, 대암산용늪, 우포늪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27개소와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등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12개소,

기후변화와 ‘산림 생태계 먹이그물의 균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대구달성하천습지, 대청호 추동습지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7개소가 있다.

대체로 평균기온 1℃가 상승할 때에 식물의(또는 꽃의) 개화시기는 5~7일 빨라지고,

습지의 기능
지하수위

- 습지에서습지의저층을통하여지하수층으로물을보내며,이과정에서비용해성오염원등이여과된다.

조절·유지

- 지하수층으로유입된물은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등으로직접이용되며,연안에서염수의유입을막는다.

물 공급

농경지 유실 등을 막아준다.
- 울창한 숲의 연간 토사붕괴 방지량은 약 5억㎥나
된다.

- 「습지보전법」에 따라 총 46개 지역(1,558.129㎢)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24

억제와

바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 1ha당 토사가 흘러내리는 양은 나무가 없는 산이
- 산사태 등의 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인명 피해,

수원함양

홍수 범람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어 농경지 매몰이나 하천

울창한 산보다 약 277배나 많다.

습지는 물이 흐르다가 그 흐름이 정체되어 오랫동안 고이는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지역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추고 다양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2020년 12월 기준)

피해를 크게 줄여준다.
- 조류의 연간 해충방제 효과 면적은 약
- 나무뿌리 등이 비가 올 때나 물이 흘러갈 때 토사가

등오염물질을 흡착해 공기를 정화한다.

습지

풍부한 해충을 먹이로 제공하여 산림이나 농작물

2,042,000ha에 이른다.

- 산림은 사람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배출하고

* 지구와 탄소순환 부록 참조

2

나비류와 같은 곤충류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진다.25

4

- 홍수에 넘치는 물을 모으는 저수지 역할을 하고, 늪의 식물들이 물의 흐름을 늦춰 하천유량의 극심한 변화를 막아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홍수를 완화한다(홍수가 나면 습지 1ha는 수심을 120㎜ 저류).
- 자연습지는 댐이나 저수지, 관개시설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양으로 유출되어

- 산림의 순환 체계(심기 → 가꾸기 → 보호하기 →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이용된다.

하천수질

- 호수 등에서 큰 문제로 대두한 부영양화를 억제하고 질소와 인을 축적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보호·유지

- 습지를 유지하면 배수처리 시설을 건설할 필요성이 줄어들며 소규모 생활폐수 처리에 습지를 이용할 수 있다.

수변과 연계된

- 조류, 어류, 포유류 등 각종 생물이 서식하고 수변과 연계해 아름답고 특이한 경관을 만들어낸다.

심미경관

- 이러한 환경을 레크리에이션과 심미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양

해양

토양 유기물은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고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며,

해양은 태양으로부터의 복사열을 흡수하고 해류에 의한 순환을

빗물을 저장하고 통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통해 지구 곳곳에 열을 운반하고, 이를 다시 대기로 방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해양은 대기순환에 영향을 끼치고 기후
형태를 결정한다.

24

-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야생조수에게는

- 울창한 숲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산림의 탄소 흡수량

환경부, 2020,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 학기 초마다 산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이용하기)를 이해한다.

시행한다.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여 예방 수칙에 대한

※ 산림 교육 사례
1

교육이 필요하다(산림청의 산불 예방 안내 및 유형별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교숲의

행동요령을 참고한다).

교육적 활용 지침서 개발·보급(생명의숲)

2 학교숲 전국대회(학교숲의 날)를 통한 우수 사례 홍보 및 전파

우리나라는 연평균(09~18년 평균) 432건의 산불이

3 교정 내 나무에 이름표 달아주기

발생하여 67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전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4 숲과 나무에 관한 해설판 설치해 주기
5

지역의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산림교육’ 실시

발생하여 산불이 범국제적 재난으로 부각되고 있다.

-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그 심각성 및 피해 사례를 탐구하여
공유하고,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집 주변에

6 우리 나무 바로 알기 콘테스트 개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17, 학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II)
25

산림청, 교사숲교실 https://www.forest.go.kr

산림과 습지 교육 정보 관련 홈페이지

환경교육포털

산림청 교사숲교실, 산림청 청소년숲교실

(https://www.keep.go.kr/portal)

(https://www.forest.go.kr)

B. 학교생활에서 실천규칙
나무를 심고 가꾼다.

1

흡수원

탄소흡수원 관련 기념일

실천주체

공통

산림은 온실가스 저장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산림과 습지를 지키는 날

세계 습지의 날
(2월 2일)

실천방법

- 1971년 2월 2일, 이란 람사르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습지 보호를 위해 람사르 협약을 성립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이후 매년 2월 2일을 내륙

㉔

학교 내에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서 가꿔본다.

㉔

지역에서 개최되는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다.

습지와 갯벌을 보호하는 날로 지정하였다.

참고

- 국민 식수에 의한 애림 의식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해마다 4월

식목일
(4월 5일)

나무심기 행사 진행 사례

5일이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기념일로 변경되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군포 금정중학교, 푸른 지구를 위한 학급 희망나무심기 행사 진행 26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것은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음력 2월 25일)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푸른 지구를 위한 학급 희망나무심기’는 황무지 마을에 수십 년간 나무를 심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1343년)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풍요로운 희망의 마을이 된 이야기를 담은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장 지오노 저)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도 소설의 주인공처럼 희망나무를 심어

바다식목일
(5월 10일)

-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아픈 지구를 살리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자는 활동이다.
감나무의 생태를 이해하는 교육과 자연보호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 산의 날은 국제연합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에 대한

산의 날

국민의식을 제고하고자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데서 유래한다. 10월

(10월 18일)

중의 하루를 산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선조들이 1년 중 산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10월에 높은

2

곳에 올라 풍류를 즐기던 세시풍속 중의 하나인 등고(음력 9월 9일)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흡수원

- ‘세계 토양의 날’은 인간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삶의 터전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토양의
공통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을 예방한다.

유실과 황폐화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매년 12월 5일이다. ‘세계 토양의

실천주체

세계 토양의 날

날’은 2012년 6월 제144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서 태국 정부가 ‘세계 토양의

산불은 산림 생태계와 지역주민에게 재산·인명 피해를 줄 뿐 아니라,

(12월 5일)

날’과 ‘세계 토양의 해’ 지정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6월 제38차 FAO 총회에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안이 승인되었고, 그해 11월 제68차 UN 정기총회에서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실천방법

지정하고,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IYS: 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출처 : 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6

㉔

산에서 불장난을 하지 않는다.

㉔

등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㉔

산불 발견 즉시 신고한다.

경기신문, 2021. 3. 16. "군포 금정중, 푸른 지구를 위한 학급 희망나무심기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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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불의 발생원인·영향 및 사례

C. 가정에서의 실천수칙

산불의 발생원인 및 현황

■ 실천 방법 및 기타 정보는 가정편 실천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천수칙

산불의 영향

생태학적인 측면

- 탈산림화가 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한다.

- 국지기상이 변화한다.

-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한다.

- 토양 영양물질이 소실된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 홍수피해가 증가한다.

- 산림의 환경기능이 손실된다.
- 국립공원이 파괴된다.

사회적인 측면

참고

1. 정부, 기업,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나무심기 운동에 참여하기

1단계

2.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알고 보호하기

2단계

3. 기념일에 내(가족) 나무 심어 보기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에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인 측면

2단계

- 식품생산과 물 공급의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 산업 교란 및 수송 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 관광객이 감소한다.

호흡기 계통에 영향(암, 만성질환의

- 산업의 교란이 발생한다.

증가)을 미친다.

해외 산불 사례
호주 산불 사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가장 큰 규모로 불이 났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간 지속되었다. 호주의 산림면적은 1억 4,900만 ㏊로
이 중 1억 4,700만 ㏊는 천연림이며 유칼립투스가 79%, 아카시아가 7%를 차지하고 있다.
유칼립투스(Eucalyptus)는 호주의 대표적인 숲으로 700종 이상이 자생하고 있다.

각 국가, 나무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모두 다르지만, 성장한 나무 한 그루는 1년 평균 5.6㎏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보통 잘 가꾸어진 산림 1㏊는 연간 4.6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이번 산불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역할을 하는 산림을 태워버린 것이다.27

27

에너지설비관리, 2020, 호주 산불, 에너지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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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시설개선 목록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시설개선

다음의 내용은 학교의 건물을 신축•개축하거나,
기타 시설 개선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한 “제로에너지빌딩 학습지원 자료집”에서 제시하는
패시브, 액티브 기술 내용에 기타 시설 개선사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1

자연환기

2

고성능 창문·창호

3

고기밀

4

외단열

5

외부차양

6

자연채광

7

옥상녹화

8

고효율 보일러

9

폐열회수 환기장치

10

고효율 LED 조명

11

태양광 발전

12

태양열을 이용한 냉·난방장치

13

빗물이용시설

1

관련 용어

자연환기

■ 기술의 정의

1) 압력 차이

4) 중력환기

6) 배출구

9) 프로젝트창

공기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며, 양

주로 시설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

실내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멍

아래 그림과 같이 창을 외부로 밀어서 개

압(+)에서 음압(-)으로 이동함

하여 환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따듯

혹은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

방하는 방식의 창으로 기밀성 및 단열성

2) 풍력환기

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7) 개폐면적

이 높은 장점이 있음

주로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㉔
㉔

자연에너지인 바람의 통로를 설계하고 공기의 압력 차이1)를 활용하여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와 교환되도록 유도하는 기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이용한 실내 공기질 개선과 에어컨과 같은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냉방효과를 갖는 것이 주요
목적

㉔

시설 내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풍력환기2)와 온도차이에 의한 부력3)으로 발생하는 중력환기4)로 구분

환기가 이루어지는 방식

아래로 하강하는 성질에 의하여 환기가
이루어짐

의 크기 혹은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

3) 부력

5) 개구부

8) 굴뚝 환기

중력이 작용할 때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벽이나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 혹은 그

굴뚝 효과를 이용한 환기 구조. 굴뚝 효과

유체로부터 받는 중력과 반대 방향의 힘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채광, 환기, 조망

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이로 공기 간의

을 의미함

등을 위한 창과 출입을 위한 문으로 구분

밀도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나타나는 부

됨

력으로 인하여 기류가 형성되는 효과를
의미함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㉔

바깥의 시원한 공기(상대적으로 무거운 공기)의 유입을 위해서는 아래쪽에 개구부5)를 위치시키고, 실내의 더운 공기(상대적으로
가벼운 공기)의 배출을 위해 배출구6)는 벽 상단이나 천장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함

㉔

2

고성능 창문·창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풍속,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 형상에 따라 자연환기의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형상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자연환기 계획이 필요함

㉔

실내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멍

■ 기술의 정의

공간 특성에 맞는 환기방식과 개폐 방법, 개폐 면적7) 등의 고려가 필요함
- 개구부와 배출구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큰 압력 차이를 유도함

㉔

- 개구부를 한 면에만 위치시키는 경우, 개구부 높이를 조절하여 자연환기 도입 성능을 조절함

공기유입을 막는 성능을 높인 창문을 고성능 창문(창호)라고 함

- 똑같은 개폐면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평으로 넓은 개구부보다 수직으로 넓은 개구부가 더 효과적임
참고

창문은 유리로 되어있어 단열재가 사용된 벽보다 일사의 유입이 많고 공기의 유입이 쉽기 때문에, 창문을 통한 일사차단과

㉔

고성능 창문은 유리를 여러 겹 사용하여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유리에 특수한 코팅을 입혀 일사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제작함   

자연환기 계획 방법
㉔

고성능 창문의 사용 시 냉·난방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㉔

고성능 창문은 3중창으로 만들거나, 유리에 특수 코팅(로이유리1))을  하여
열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는 방법 등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음

출처 : ZERO ENERGY 가이드라인

㉔

로이유리(low-E Glass)는 유리를 금속산화물2)로 코팅하여 적외선을

㉔

맞통풍 구조와 굴뚝 환기8) 구조 등을 활용하여 자연 환기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기 경로의 설계가 중요함

차단할 수 있는 유리로 겨울에는 실내의 난방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㉔

고층건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창 9)은 유효 개폐면적이 작아 자연환기 도입에 효과적이지 못함

차단하고, 여름에는 바깥의 열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
㉔

■ 기술 적용 예시
개구부 개방

로이유리를 바깥쪽에 사용함
창호일체형 자연환기 설비
- 창호에 환기창을 추가로 설치 하여

- 건물에 설치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를 유도함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연환기 방식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은 높은 일사 열획득을 위해 로이유리를 안쪽에 사용하고, 비주거용 건물은 낮은 일사 열획득을 위해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설비
- 창호를 개방하지 않아도 상시 환기가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
- 굴뚝 효과를 이용하는 흰개미집 구조를

- 구조적 문제로 창문 개방이 불가능한 건물
등에 활용

고성능 창문은 차폐계수(SC)3), 태양열취득계수(SHGC)4), 창틀의 열관류율5) 및 기밀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창틀에서 발생하는
열교6)를 예방해야 함

- 짐바브웨에 위치한 자연 냉방 건물
㉔

창호 및 문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7)」을 참고하며, 외피에 위치한 창호는 1등급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모방하여 설계
- 건물 하부를 빈 공간으로 만들고 상부에

가능함

㉔

굴뚝을 설치하여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도록 유도

㉔

패시브 디자인을 위해 권장되는 창호의 성능은 열관류율 0.80W/㎡k 이하 및 투과율 50% 이하임

■ 기술 적용 예시
3중유리 적용 창호(3중창)
기밀성 및 단열성을
높인 3중 유리 창호
제품

출처 : SankyoTateyama,Inc. SankyoAl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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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창호기술 뉴스

출처 : 한겨례뉴스, 위키피디아

출처 : 베나튜스 이건창호 기사 중

로이유리(low-E glass)
로이유리를 적용한
창호
출처 : 에너지경제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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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1) 로이유리(low-E Glass)

의 비율을 의미함. 유리의 색이나 반사도

는 현상을 의미함. 열관류율은 이러한 열

유리 표면에 금속 혹은 금속산화물을 얇

에 따라 차이가 있음

관류에 의한 관류 열량의 계수로,단위 표

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 시

4) 태양열취득계수

면적을 통과하여 단위시간에 고체벽의

켜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며 저방사
(낮은 방사율) 유리 라고도 함

나타내는 계수로 0~1 범위를 가지며 낮은

2) 금속산화물
산소와 결합된 각종 금속 화합물의 총칭

3) 차폐계수
(SC: Shading Coefficient)
8)

5) 열관류율

건물의 단열이 연속되어 부착되어 있지

은 곳으로 고체벽을 통해서 열이 이동하

고기밀 이중창9) 창호

서 다른쪽 유체로 전하는 열량을 의미함

6) 열교

체 온도가 다를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

■ 기술 적용 예시

양측 유체가 단위온도차로 한쪽 유체에

SHGC일수록 태양열 획득이 적음

열관류는 고체벽으로 구분된 양측의 유

3mm 맑은 유리를 통과하는 직달일사

3

태양광을 유리가 얼마큼 차단하는지를

7)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기밀 성능을 높인 이중창 제품

- 기밀테이프를 사용하여 창호의 기밀성을 높임

- 기밀성 등급이 높은 제품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기밀성을 높일 수

- 건축 시공 중이나 완료 후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밀성을 높여

있음

않는 건축 부위나 열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교차 부위, 모서리, 이질 재료와의 접합
부위를 통해 열 손실이 발생되는 부위

기밀테이프를 부착한 창호

곰팡이 발생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8) 직달 일사
대기 중의 수증기나 작은 먼지에 흡수되
거나 산란되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직접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를 의미함

고기밀

출처 : 프로클리마 기업

출처 : SM남선 알미늄

관련 용어

■ 기술의 정의
㉔

창문이나 문을 닫았을 때 발생하는 틈이나 창문과 벽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틈을 최소화하여 바깥 공기가 침투하거나
실내공기가 빠져가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

㉔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하여 실내 온도 유지 및 난방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능하며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방지 가능함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㉔

건물 틈새를 막기 위하여 기밀층1)을 설치하거나 침기2)(누기3))부위에 기밀 시공4)을 하여 외피의 기밀성 확보를 해야함

㉔

건물의 기밀성능5)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과 문에 대한 기밀 계획이 필요함

㉔

기밀성 0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창호 설치 후 구조체와 창사이의 빈공간에 경화되지 않는 연질의 우레탄 폼 이나 팽창

4) 기밀 시공

6) 우레탄 폼

8) 투습

기밀이 확보된 공간으로 그 역할에 따라

건물을 기밀하게 시공하는 방법에는 건

폴리우레탄 수지를 발포시킨 상태에서 고

건물의 벽 양측 혹은 어떤 경계면의 양측

습기를 막는 층, 물을 막는 층, 공기를 막

물 외피를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

화시킨 것으로 내열성이 뛰어난 재료임

에 수증기압차가 있는 경우, 수증기압이

는 층, 물은 막지만 습기는 투과하는 층 등

는 것이 있음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습기가 이동하

으로 구분 가능함

7) 팽창 밴드

5) 기밀성능

틈새기밀테이프로 벽체와 창호사이의 기

2) 침기

공기,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않는 성질

밀층 시공에 사용되며, 방수, 방풍, 방음

9) 이중창

건물 외피, 창, 문 등의 틈새를 통하여 실

혹은 성능을 의미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성능이 우수함

이중으로 만든 창으로, 창과 창사이에 공

외에서 실내로 공기가 침입하는 현상

통기 성능이 있음. 기밀성 0등급이 가장

기층이 만들어져 단열이나 방음 등의 효

3) 누기

기밀하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기밀성능이

과가 있음

건물 외피, 창, 문 등의 틈새를 통하여 실

는 현상 혹은 과정

낮음

내에서 실외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현상
6)

밴드7)를 사용하여 기밀을 확보해야 함
㉔

1) 기밀층

4

기밀성 및 침기(누기) 부위를 측정하여 해당 부분에 기밀 보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

외단열

기밀성능 측정 및 침기(누기) 부위 확인 방법

■ 기술의 정의
㉔

실내와 실외의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단열이라고 하며, 건물의 벽에는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음

출처 : ZERO ENERGY 가이드라인
㉔

전기, 통신 설비를 위해 설치된 배관에 기밀테이프를 사용하여 틈새를 차단해야 함

㉔

기밀테이프 사용 시 부착력이 좋은 테이프를 사용하며, 외부에 붙이는 테이프의 경우 투습8)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함
참고

기밀화 시공의 예시
기밀층 설치

창호의 기밀 테이프 처리

배관류의 기밀 테이프 처리

㉔

단열재는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내단열, 중단열, 외단열로 구분됨   

㉔

외단열이란 단열재를 건물 구조체의 외부에 설치하여 단열재가 건물을 감싸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다른
단열 방법에 비하여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열교 현상이 적음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㉔

단열재 설치 이음부위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시공해야 함   

㉔

이음부위나 모서리 부위는 통줄눈1)이 발생하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시공을 해야함

㉔

외벽의 모든 부위에 일정 기준 이상의 단열성능 확보가 필요하며, 단열재가 중간에 끊어져서 발생하는 열교 현상을
방지해야 함   

㉔

출처 : ZERO ENERGY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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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을 적용한 건물의 경우 단열재가 불쏘시개2)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불연소재3) 및 난연소재4)를 검토하여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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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열재 설치 위치에 따른 단열 방법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㉔

건물의 용도와 방위1)를 고려하여 건물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쾌적한 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절한 차양
계획을 수립해야 함

㉔

방위별 태양의 입사각과 적절한 차양 면적을 고려하여 외부차양의 위치, 종류, 길이를 계획해야 함

㉔

남향 건물의 경우, 냉방 부하2)만 고려하면 고정 수평 차양을 계획해야 하며 창 너비보다 크게 외부차양을 설치해야 남동,
남서의 직달일사를 차단할 수 있음. 냉·난방 부하3)를 모두 고려하면, 가변 차양을계획해야 함

㉔

동서측 방위의 건물의 경우, 남향과 달리 돌출된 차양으로 일사를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을 최소한으로 계획해야 하며
수직 차양핀의 각도조절로 일사를 차단해야 함

㉔

차양 핀의 형태에 따른 차양 효과

참고

출처 : ZERO ENERGY 가이드라인

창호 부위의 외단열 공법 시, 단열재의 연속성을 위하여 창호의 설치 위치는 구조체의 외측선을 기준으로 하고, 프레임까지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단열재가 충진된 프레임을 사용해야 함

㉔

부착형 발코니는 건물에 단열재 시공 후 경량 구조의 발코니를 벽체에 연결하여 단열재 끊김 형상이 없도록 해야 함

㉔

외단열은 실내의 열을 구조체에 가장 많이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구조체에 저장된 열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제로에너지 빌딩의 핵심기술임

■ 기술 적용 예시

■ 기술 적용 예시

외단열을 적용한 패시브 건물

외단열을 적용한 패시브 주택

외피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외단열을 시공한 패시브 건축물

주택 외피에 외단열을 적용한 패시브 건축물

출처 : 전원주택 라이르 2016년 2월호

돌출된 상부차양 적용 건물

가변형 외부차양 적용 주택

패브릭 전동 외부차양 적용 주택

   창호 상부에 돌출된 구조체를 설치하여

   가변형 외부차양으로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패브릭 재질의 전동 외부차양을

차양을 유도한 건물

전동으로 차양이 작동함

설치한 건물

출처 : ㈜티푸스코리아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기술자료

관련 용어
1) 통줄눈

2) 불쏘시개

3) 불연소재

4) 난연소재

벽돌 쌓기, 블록 쌓기 등에서 세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

재료의 연소성이 매우 나쁜 성

가연성과 불연성의 중간 성질

로 줄눈이 2단 이상 상하로 통

게 옮겨 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질, 즉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

로, 연소하기 어려운 재료들을

하는 것으로 강도면에서는 약한

태우는 물건

진재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콘

의미하는 단어로 화재의 확대를

크리트, 기와, 유리 등이 이에 포

늦추거나 또는 멈추게 하는 처

함됨

리를 한 물체의 표면 또는 구조

쌓기 방식임

로 되어 있음

5

외부차양

■ 기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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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외부차양은 건물에 설치하는 처마나 블라인드 등을 이용하여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광을 차단하는 기술을 의미함

㉔

많은 열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은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차단해야 하므로 내부보다는 외부에 차양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임   

㉔

외부차양을 이용하여 냉방에너지의 5~15%를 절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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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LINDFACTORY 실적/설치사례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기술자료

관련 용어
1) 방위

2) 냉방 부하

3) 냉·난방 부하

공간의 어떤 점이나 방향이 한 기준의 방향에 대하여 나

냉방 설정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현열(온

냉방 혹은 난방을 하려고 할 때 냉방해야 할 에너지량이

타내는 어떠한 쪽의 위치로, 자오선을 기준으로 남(남극)

도) 및 잠열(습도)의 전 합계량을 의미함

나 난방해야 할 에너지량을 의미함

과 북(북극)쪽을 정하고 그와 수직인 직선을 기준으로 동
쪽과 서쪽을 정함

6

자연채광

■ 기술의 정의
㉔

햇빛을 활용하여 조명의 역할을 대신해 불필요한 조명의 사용을 줄여주는 기술

㉔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조명 에너지의 35% 이상을 절약 가능

㉔

채광을 통하여 적정 조도1)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명 역할을 대신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

㉔

실내로 햇빛을 끌어들임으로써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내 빛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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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㉔

채광방식은 주로 창의 위치에 따라 분류되며 천창2), 아트리움3)과 같은 구조적인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자연채광을 얻을 수 있음

㉔

구조적인 계획 방법 외에도 광덕트4), 광선반5) 등을 활용한 자연형 조명 설비의 적용을 통한 자연채광 계획도 가능함

㉔

빛과 열을 수반하는 일사(햇빛)의 유입이 많을 경우 현휘6) 및 실내의 불균질한 조도 분포 등을 발생시키며(빛 측면), 냉방 부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열 측면) 창호 및 차양 계획과 연계하여 적절한 채광 계획이 필요함
밝은 색상의 실내 마감재료를 적용하면 자연채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㉔

채광을 위한 창호는 겨울철 창을 통한 과도한 열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위별 적절한 크기의 계획이 필요함

8)

출처 : ZERO ENERGY 가이드라인

■ 기술 적용 예시

채광을 한 사례
- 지붕면에 창을 이용하여 실내로
태양광이 유입되도록 채광을 하는 방식

㉔

옥상에 심은 식물들이 증산 작용1) 시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건물의 열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음

㉔

옥상녹화를 적용 시 기존건물의 옥상에 비하여 최고 3°C 낮은 온도를 유지 가능하며 건물의 냉·난방에너지를 최대 15%까지
저감이 가능함

7)

- 지하 주차장의 지붕면에 천창을 만들어

건물이 햇빛으로부터 받는 열을 차단(하절기일 때)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흡수(동절기일 때)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 식물을
심는 기술   

자연채광 계획 방법

천창을 통한 자연 채광

옥상녹화

■ 기술의 정의
㉔

㉔

참고

7

아트리움 구조의 자연 채광

광덕트를 이용한 자연채광

-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아트리움 형식의
종합 쇼핑몰 건물
- 건물에 넓은 전면창, 유리 천창을 통해
실내에 태양광이 효과적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됨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㉔

옥상녹화는 이용목적과 건축공학적 조건, 조성방식에 따라 중량형녹화2), 경량형 녹화3), 혼합형 녹화4) 등으로 구분됨

㉔

옥상녹화는 방수층5), 방근층6), 배수층7), 여과층8), 식재기반층9),식생층10) 등으로 구성됨

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근대책이필요함

㉔

건물 하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량토를 사용함

㉔

그외 옥상 녹화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음
참고

옥상녹화 유형

참고

옥상녹화 시 고려해야할 물리적 측면

- 광덕트를 활용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사무실

중량형

- 집광기를 통해 채광한 태양광을 덕트를

녹화

이용하여 실내로 전송

경량형
녹화

출처 : 월간조선 뉴스

출처 : 경향비즈 뉴스, 신세계그룹

출처 : ㈜현창네오텍 본사

혼합형
녹화

관련 용어
1) 조도

4) 광덕트

5) 광선반

7) 고측창

8) 반사 블라인드

어떤 면이 받는 빛의 밝기로 단

외부에 집광기를 설치하여 햇빛

측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을 굴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블라인드 날개를 반사형 재질로

위는 럭스(Lux)를 사용함

을 채광하고 이를 실내로 전송

절시켜 실 내부 안쪽까지 햇빛

창 또는 천장 가까이에 만들어

제작하여, 외부 채광을 실내 깊

2) 천창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로 빛

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설비

진 채광용 창

숙한 곳까지 전달해주는 장치

채광 또는 환기를 목적으로 지
붕에 설치한 창으로, 벽면의 같
은 크기 창문의 3배의 채광효과

의 굴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흐
린 날씨에도 실내 채광이 가능
한 장점이 있음

출처 : 부산광역시 도시농업 정보

■ 기술 적용 예시
중량형 옥상 녹화 시설

경량형 옥상 녹화 설비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설치된 중량형 옥상녹화 단지

   서울특별시 아산병원에 설치된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 단지

가 있음

3) 아트리움

출처 : 휠코리아

오피스빌딩이나 대형 건물 등에

6) 현휘

서 실내 공간을 유리지붕으로

출처 : alamy.com

시야 내에 휘도가 높은 광원, 반

씌우는 구조 형태를 지칭함

사물체 등이 있어 이들로부터
의 빛이 눈에 들어와 대상을 보
출처 : zelenezpravy.cz

기 어렵게 하거나 눈부심으로

출처 : Capela de Santa Filomena

출처 : ㈜한국도시녹화

출처 : ㈜한국도시녹화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로 글레어
(Glare)라고도 함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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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1) 증산 작용

3) 경량형 녹화

5) 방수층

7) 배수층

9) 식재기반층

식물의 잎, 줄기, 뿌리와 같은 부

사람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물 구조체 내부로의 수분의

배수층은 옥상녹화에서 발생하

식물 뿌리의 생장에 필요한 공

분에서 수증기를 밖으로 내보내

옥상 녹화 유형으로 자생적으로

습기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는 수분을 옥상배수로로 배출하

간을 제공하고 영양과 수분을

는 현상

생육이 가능한 식물을 이용한

하는 층으로 가장 핵심적인 구

는 역할을 하는 층

공급하는 핵심 구성요소 층

2) 중량형 녹화

형태. 최소한의 노력으로 유지

성요소

가 가능함

8) 여과층

10) 식생층

6) 방근층

토양 및 미세입자들이 배수층에

옥상녹화의 표면을 구성하는 층

옥상 녹화로 구조적 안전성이

4) 혼합형 녹화

식물의 뿌리가 하부에 있는 구

쌓여 물의 배출을 방해하는 현

으로 녹화 유형에 맞는 다양한

충분한 신축 건물에 적용이 가

중량형과 경량형 녹화의 혼합

성요소로 침입하거나 관통하는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물들로 구성된 층

능한 유형. 정기적으로 관수나

유형으로, 이용 및 식물의 다양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층

층

영양공급 등의 관리가 필요함

성은 중량형 녹화에 비하여 제

으로 방수 및 방근 기능을 겸하

한적이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

는 방수/방근층으로 조성하기

운 형태임

도함

사람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9

폐열회수 환기장치

■ 기술의 정의
㉔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와 실내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더운 공기의 열교환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를
올려주는 장치   

㉔

실내의 오염된 공기와 실외의 신선한 공기를 직접 혼합하지 않고 열만 교환하는 방식

㉔

폐열회수 환기장치를 거친 외부 공기는 열교환을 통해 일정 온도로 상승되어 실내로 공급되기 때문에 보일러 혹은 기타 난방
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8

고효율 보일러

㉔

참고

일반적으로 환기장치는 판형 열교환기1)와 원형(로터리)

폐열회수 환기장치 종류

열교환기로 나뉨   

■ 기술의 정의
㉔

㉔

엇갈린 방향으로 여러 겹 쌓아 그 사이로 실내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 1/3 이상을 차지하는 난방 에너지의 절약을 위하여 실내난방과 온수공급 두 가지

배출되는 공기와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통과시켜 서로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높은 효율을 가진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술

열을 교환하도록 설계한 장치임   
㉔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원형(로터리) 열교환장치는 원형의 열교환소자2)가
지속적으로 회전하면서 절반구간에서 실내공기가

참고
㉔

판형 열교환장치는 다수의 관으로 이루어진 판을 서로

통과되어 나갈 때 열기와 습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른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의 작동원리

고효율 보일러는 배기가스 에 포함된 수증기의 열을 여러번

쪽 절반구간에서 외부공기가 그 원판을 통과해 들어올 때

재사용하는 콘덴싱2) 열교환3) 기술과, 수증기에 포함된 열을

이를 다시 전달해주는 방식

1)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기술자료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폐열 회수 기술 등을 이용하여 효율을
4)

높임
㉔

콘덴싱 열교환 기술은 배기가스의 수증기에 포함된 열을

㉔

열교환기는 열만 교환하는지 수증기까지 교환하는지에 따라 현열교환기3)와 전열 교환기4)로 구분할 수 있음

㉔

급기5) 측에 필터6)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할 수 있으나 필터의 효율이 좋을수록 압력
손실7)이 발생하여 공기를 끌어들이는데 더 많은 동력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설비 계획이 필요함

응축5), 회수하여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며, 폐열
㉔

회수 기술은 배기가스와 연소용공기를 열교환시킴으로써
연소용공기를 예열6)하는 기술임
㉔

80% 이상의 열 교환 효율을 갖는 환기장치를 고효율 기자재로 인정하고 있음

■ 기술 적용 예시

동일한 성능의 보일러라도 부분부하 운전 시 운전 효율이

소규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설계가 되지 않도록 적정 용량의 기기를

소규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계획해야 함
   서울시 송파구의 사무소에

   경기도 수원의 교회 건물에

설치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용어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출처 : 천주교수원 교구 건설본부

1) 배기가스

3) 열교환

5) 응축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되는 기체성 물질로 배

고온의 유체와 저온의 유체 사이에서 서로 열을 주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

출가스라고도 함

받는 것

6) 예열

2) 콘덴싱

4) 폐열 회수

물질을 어느 온도까지 미리 가열해 두는 것

1) 열교환기

2) 열교환소자

4) 전열 열교환기

6) 필터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모아서 다시 난방/온수

폐기되는 고온의 물, 증기, 가스 등의 열을 회수하여 재활

온도가 다른 2개의 유체를 전열면 사이에

배출되는 공기의 열을 잠시 저장하여 유

온도와 습기가 교환되는 열교환기

공기로부터 먼지나 각종 입자를 제거해

가열에 활용하는 방식

용하는 것

두고 흐르게 하여 고온의 유체가 가진 열

입되는 공기에 저장한 열을 전달하는 역

주는 작은 구멍이 형성된 여과지

을 저온의 유체로 전달하는 장치

할을 하는 소자

5) 급기

관련 용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 또는 공기조화나

7) 압력 손실

3) 현열 열교환기

환기 장치 등에서 각 실에 외부 공기를 처

유체가 관내를 흐르거나 장치를 통과할

온도만 교환되는 열교환기

리하여 보내준 공기

때에 유체 마찰로 인해 생기는 압력 저하
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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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효율 LED 조명

■ 기술의 정의

■ 기술의 정의

LED 조명은 성향이 다른 반도체간 결합으로 ((-)성향의 반도체와(+)성향의 반도체), 전류를 흘렸을 때 전자1)와 정공2)이

㉔

㉔

결합하면서 발산하는 빛을 이용하는 조명임
㉔

LED(Light Emitting Diode)는 발광3)다이오드의 약자로 전류를 가하면

LED 조명의 구성 요소

참고

빛을 발광하는 반도체 소자임

㉔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에서 발생하는 광전효과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함

㉔

태양전지는 전기적 성질이 다른 N형(Negative)의 반도체와 P형(Positive)의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이며, 2개의 반도체의
경계부분을 PN 접합이라고 함

LED는 전기의 정공(+)이 움직이는 P형 반도체와 전자 (-)가 움직이는

㉔

㉔

n형반도체를 접합시켜 전기를 흐르게 하며, 정공과 전자가 결합하여

㉔

정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에너지에 따라 빛의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정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위3)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를 통해
전기가 생산됨

색상이 결정됨. 에너지가 크면 보라색 계통의 빛을, 에너지가 작으면
붉은색 계통의 빛을 발생함

㉔

LED 조명은 빛을 발광하는 광원부(LED 소자), 전압을 인가하는

㉔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도달하여 전지 속으로 흡수되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 전지 속에서 정공(+)과 전자(-)의 전기를 갖는 입자가
발생함   

빛의 형태로 발광하는 원리임
㉔

자연에너지인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무한하며,수명이 길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㉔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1)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2)를 이용한 시스템임

LED 조명의 사용 전력은 일반 조명 대비 1/5 수준이며, 수명도 15배에 달하기 때문에 에너지 및 자원절약 측면에서 우수함

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패널(태양전지)의 설치 각도에 따라 발전 효율에 차이가

참고

태양전지의 전기 생성 원리

발생하므로 태양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치

구동회로부(컨버터), 조명의 기구부(렌즈 및 반사판)와 방열부(방열판)로

계획이 필요함

구성됨

㉔

㉔

구동회로부는 컨버터를 통해 공급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

㉔

방열부는 방열판(Heat sink)을 통해 LED 램프의 온도를 일정온도로 유지시켜 수명저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

㉔

기구부는 렌즈 및 커버 등으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효과적으로 배광하는 부분이며, 형태나 모양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지면에 설치하는 기존의 설치 방식과 함께 건물의 벽면 외피 재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결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4)이 활용되고 있음

㉔

태양광 발전 시에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열(PV/T) 발전
시스템5)도 국내에서 조금씩 활용되고 있음

빛 구현이 가능함

■ 기술 적용 예시

■ 기술 적용 예시

고정식 태양광 발전

LED 조명을 적용한 체육시설

LED 조명을 설치한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및 사용자의 쾌적성을 위하여 LED 조명을 설치한

   에너지 절약 및 전력효율향상을 위해 LED 조명을 설치한

청주시 체육시설

예산군 사회복지 시설

- 지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을 적용한 형태로

발전하는 방식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6 신재생 에너지 이해

1) 전자

2) 정공

3) 발광

음(-)전하를 가지는 질량이 아주 작은 입자로 모든 물질의

양(+)전하를 가진 전자와 같은 거동을 하는 가상 입자로,

물질이 광, 열, 방사선이나 전기적, 기계적 자극 등의 물리

구성요소

p형반도체에서 전류를 운반하는 것을 말함

적 또는 화학적 자극 등에 의해 온도방사와는 다른 광을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함

모듈을 적용한 발전 시스템

방식

출처 : 중도일보 기사 중

관련 용어

- 건축물의 외피 마감재료로 태양광

지붕에 태양전지를 부착하여 발전하는

- 지면과 태양광 모듈이 이루는 각도
조절이 불가능한 방식

출처 : 청주일보 기사 중

건물일체형 발전(BIPV)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주택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6 신재생 에너지 이해

출처 : 이투뉴스, 판교 SK 케미칼 사옥

관련 용어
1) 광전 효과

3) 전위

5) 태양광/열 발전 시스템

물질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물질의

전기장 내의 단위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단위

태양광 발전 시스템(Photovoltaic)과 태양열 시스템

표면에서 전자(-)와 정공(+)이 분리되는 현상

로는V(Volt)를 사용함

(Solar Thermal)을 혼합한 시스템으로 패널 앞면에서 전

2) 태양전지

4)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기 생산시에 발생하는 열을 패널뒤쪽에서 물, 공기를 통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의 약자로 건축물

해 회수하는 시스템 공기로부터 먼지나 각종 입자를 제거
해주는 작은 구멍이 형성된 여과지

의 외피 마감재료로 태양광 모듈을 적용한 발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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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을 이용한 냉·난방장치

■ 기술의 정의

빗물이용시설

■ 기술의 정의

㉔

태양 에너지를 열로 흡수하여 에너지로 이용하는 기술

㉔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가열한다면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난방 또는 급탕 용 온수를 얻을 수 있으며, 소음과 공해가

㉔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임

1)

없는 장점이 있음
태양열 에너지는 에너지밀도 가 낮고 계절별, 시간별 변화가 심하므로 집열 과 축열 기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임
2)

㉔

3)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난방이나 온수로 사용하는 기술임

빗물이용시설은 집수시설, 초기빗물 처리시설, 저류시설, 수처리 시설, 송수·배수시설로 구분됨

㉔

빗물은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친수용수로 주로 사용되며, 중수도 용도로 살수용수, 소방용수, 냉각용수,

㉔

빗물이용시설의 계획, 설계는 주거, 상업/업무, 산업, 공원/녹지 등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용지 및 용수 확보, 물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함

태양열 시스템은 집열부, 축열부, 이용부,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태양열 집열기술, 축열기술, 시스템 제어기술, 설계기술

㉔

㉔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 등으로 사용되기도 함

광전효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과 달리 태양열 기술은 집열판을 통해 집열판 내의 물 등의 온도를 직접 올려 건물

㉔

■ 기술의 원리 및 적용방법

4)

등이 핵심 기술임   
㉔

구성 요소간 열전달 방법에 따라 설비형(Active) 시스템과 자연형(Passive) 시스템으로 구분

㉔

설비형 시스템은 별도의 집열기와 열매체 구동장치를 활용하여 태양열을 집열하는 방식으로 열매체 구동장치의 유무에 따라

■ 기술 적용 예시
울산온남초등학교

동대전고등학교

자연순환형과 강제순환형으로 구분
㉔

자연형 시스템은 동력 또는 기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열을 집열하는 방식임

㉔

집열 또는 활용 온도에 따라 저온용, 중온용, 고온용으로 분류되며, 이용분야는

태양열 시스템 구성도

참고

태양열 온수급탕시스템, 태양열 냉·난방시스템, 태양열 산업공정열시스템,

대구 남덕초등학교 빗물저금통 활용 사례(교내 식물농장 운영)

태양열 발전시스템 등이 있음
태양열 집열기는 평판형 집열기5)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며, 그 외에

㉔

진공관형 집열기6), PTC형 집열기7), CPC 집열기, Dish형 집열기8), CRS9) 등이
있음

■ 기술 적용 예시

출처 : 물과 미래 블로그(http://blog.naver.com/shin6675)

진공관형 태양열 시스템

평판형 태양열 시스템

   광주서구문화센터에 설치된 진공관형  태양열 시스템

   강원도 인제시 건축물에 설치된 평판형 태양열 시스템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6 신재생 에너지 이해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16 신재생 에너지 이해

관련 용어
1) 급탕

4) 축열

6) 진공관형 집열기

9) CRS

보일러 설비로 가열한 온수를 세면실, 샤

열을 축적하는 것으로 축열조로의 축열,

투과체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그 내부

워실, 목욕탕, 주방 등 필요한 곳의 급수

실온 변동에 의해 생기는 구조체로의 축

에 흡수판을 위치시킨 집열기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

선에 공급하는 것

열, 일사 등의복사열의 축열 등이 있음

7) PTC형 집열기

열을 받아 뜨거워져 타워상부에서 증기

2) 에너지밀도

5) 평판형 집열기

포물선 형상의 반사판이 있고 그가운데 흡

를 생산하고 이 증기를 이용하여 지상의

단위 체적 중에 포함되는 에너지량 혹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집열기로 서평판형

수판 역할을 하는 집열관이 있는 형태임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량

형태임

8) Dish형 집열기

3) 집열

일사광선이 한 점에 집광이 될 수있는 접

태양열을 모으는 것

시 모양의 반사판이 있는 집광형 집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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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관련 제도 목록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관련 제도

제도명

내용

소관기관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학교 등에서
탄소포인트제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환경부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산림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 지원

교육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서울시

지자체 빗물저금통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대구시

선순환 물이용 문화 확산

대전시
울산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환경동아리 및
환경동아리
지원 사업

교사 학습공동체 대상 환경현안(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탐구·고찰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부

활동지원을 추진하는 사업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기후행동 1.5℃ 앱

환경부

정보도 얻고, 퀴즈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엔터테인먼트적인 콘텐츠로 구성

교육부

1
정의

2

탄소포인트제도(환경부)

정의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
개인·상업

사업대상

가정, 상업시설(실사용자)

단지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
-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 2,835동(약 1400개교)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 목적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
- 교육청별로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 의사 확인 및 대상 추천 후 교육부 사전검토를 거쳐 대상학교 선정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와 학교, 일반건물 공용부문(가로등,

신청 대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교육부)

https://cpoint.or.kr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누리집

관리자

선정 절차

과업내용

추진 주제

주요 내용

사업 실행계획 수립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실행계획 수립

교육청별 실행계획 수립

대상 선정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교육청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행계획 수립

학교→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추진 여부 결정

대상학교 제출

교육청→교육부

학교별 사업 규모, 우선순위 등 결정 후 제출

검토위원회

교육부→교육청

대상학교 우선순위, 선정기준 준수 등 검토

사업 확정

교육청

교육부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확정

사업 신청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교실

인터넷(www.cpoint.or.kr), 서면(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서울시는 별도 누리집 운영(ecomileage.seoul.go.kr)

학교별 학급별로 첨단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신청 방법

②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그린학교를 만듦. 이를 통해 학교 자체가 환경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도록 조성

주요 내용
③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인센티브
종류

과거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학습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전환. 설계 과정에서 학생, 교원 등 사용자 참여 강화

인센티브 유형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④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이 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

-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 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 ~ 10% 미만

5,000P

750P

3,000P

10% 이상 ~ 15% 미만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참고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한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2020년 3월 개교)

(충청남도)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 정산중학교

※ 단열 성능을 높이는 패시브 기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액티브 기술 활용

- 총 에너지 사용량의 40~60% 자체 생산 활용, 향후 태양광 잉여 전기 판매로
연 1,500만 원 재정 확충 및 지열 발전으로 연 600만 원 절감 등 예상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4회 이상 연속 5% 이상 감축해 인센티브를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하면 ‘유지
인센티브’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 ~ 5% 미만

3,000P

450P

1,800P

패시브(Passive)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단열·기밀 성능 강화 등)

기존 학교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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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Active)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

제로에너지 (Zero Energy)

제로에너지
학교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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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환경부 등 6개 부처 공동 사업)

추진 배경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산림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 지원 필요

대전광역시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성)을 설치하려는 건물의 소유자

지원 대상

- 빗물저금통 설치비의 90％ 이내 지원
-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신축 포함)/ 최대 1,000만 원 이내

지원 내용

- 건축면적 1만 ㎡ 미만인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최대 2,000만 원 이내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내용

-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 지원
-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 확산

- 현지실사 및 물재이용관리위원회 (4월)심사로 지원 대상 선정

심사 및

- 심사방법 : 서류 및 현장실사,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최종 심사
- 평가항목 : 빗물의 활용도, 집수능력, 설치 여건, 홍보효과 등을 고려

평가방법

- 결과통보 : 심사 후 개별 통지

참고

구분

시범학교
- 탄소중립 학교 프로그램 운영

운영개념

- 17차시 구성(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발 예정)

중점학교
- 탄소중립 학교 프로그램 운영

- 해양환경 이동교실 제공

- 농어촌인성학교 연계

- 학교 숲, 목재활용 교실 개선

- 교실 숲,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

- 기후변화 체험콘텐츠 제공 등

교당 150백만 원

지원내용

교당 10백만 원

선정방법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해 선정·지원

관계부처 합동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전체 학교 대상)

선정 학교 수

총 102개교(17개 시도별 초·중·고 각 2개교)

총 5개교

4

탄소중립 학교 인프라 구축

지자체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지원 내용

- 설치비의 90%까지 지원(1,000만 원 이내)

신청접수 기관

5

- 설치비의 90% 이내(10%는 신청인 부담)

지원 내용

- 환경동아리 교육 활동비 지원(강사비, 교육진행비, 운영경비 등)

지원 내용

www.keep.go.kr

- 수업참관 및 현장컨설팅을 통한 기타 제반사항 지원
- 환경교육 콘텐츠 제작 등 교사학습공동체 운영비 지원

누리집

-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우수동아리 활동 사례 전파

- 최대 지원금  
- (소형)  0.6톤 1,938천 원/ 1톤 2,049천 원/2톤 2,174천 원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학교 및 공동주택) 20,000천 원

신청접수 기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탐구·고찰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지원을 추진하는
사업

- 68개소(소형 59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 9개소)
- 탱크 용량 : 600ℓ(0.6㎥)~2,000ℓ(2㎥)

환경동아리 지원 사업(환경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환경동아리 및 교사 학습공동체 대상 환경현안(탄소중립,

정의

서울특별시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보급사업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환경생태과

(사업지원 > 공모신청 클릭 > 공모명(환경동아리 지원 사업) 검색 > 공모신청 클릭)

- (소형) 자치구 관련 부서
- (학교 및 공동주택)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대구광역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방법

- 지붕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

지원 대상

- 건축면적 5,000㎡ 미만의 공동주택
- 시장이 공익·교육·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 내용
신청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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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
- 2톤 초과 : 1,000만 원, 2톤 이하 : 300만 원
-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신청(대구광역시청 수질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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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동아리 운영 현황(2021년도)

참고

운영학교(팀)

환경동아리 (179개교 중 100개팀 선정)
초등 49개교

지원금액

중등 27개교

교사 학습공동체 (99개교 중 30개팀 선정)

고등 24개교

1개교 당 150만 원

초등 18개교

1개교 당 100만 원

정의

사례

기후행동 1.5℃ 앱(환경부, 교육부)

중·고등 16개교

환경동아리 운영 사례

참고

6

초·중·고생들이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후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모바일앱    

내용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정보도 얻고, 퀴즈도 참여할 수 있는
운영설명회 및

교육·엔터테인먼트적인 콘텐츠로 구성

현장컨설팅 추진
운영설명회(영남권)

현장컨설팅(전남 광양마동초등학교)

지원 내용
학교 내 친환경 문화
형성 활동사례
학교 옥상 양봉장 관리 (경남 오봉초등학교)

교내 빗물저금통, 톱밥변기 설치 및 활용
(경북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역 환경 연계

구분

주요 내용

기후행동 실천

월별로 제공하는 실천수칙의 실천 인증사진과 소감 작성

기후행동 문제(퀴즈)

하루 1회 기후변화·실천 관련 문제(퀴즈) 풀기

행사(이벤트)

친환경 실천(미션) 행사(이벤트) 참여(기업과 협력 구축)

정보·꿀도움말(팁)

기후변화·실천 관련 정보 확인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1.5’ 검색 후 설치

활동사례

② 모바일이나 태블릿PC로 포털사이트에 ‘기후행동 1.5’ 검색 후 접속  (www.c-action.kr)
학교 인근 관광지 환경 토크 버스킹 운영

채취 꿀벌 제품 제작 및 학교 장터 판매(수익금 기부)

(경북 선덕여자고등학교)

(경남 오봉초등학교)

우수 환경동아리

이용방법

발표대회
학교별 동아리 활동 발표

우수 환경동아리 시상

기후행동 1.5℃ 앱 화면 이미지

모바일앱 참여 활성화와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위해 매 학기마다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기타

스쿨챌린지*를 운영함
* 기후행동 1.5℃ 앱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실천한 학생과 학교를 선정하여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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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Ⅲ.

부문별 정보제공 누리집
환경교육포털
학습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투모로우
https://www.sese.or.kr

실천수칙

기타정보

https://www.keep.go.kr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https://eep.energy.or.kr/main/main.aspx

푸드마일리지
https://www.youtube.com/watch?v=02HSWwThv-c

환경교육포털
학습

지속가능한 소비

https://www.keep.go.kr

스마트그린푸드
http://smartgreenfood.org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표지
http://www.epd.or.kr
실천수칙

실
천
수
칙

학습

친환경 이동
실천수칙

환경성적표지
http://www.epd.or.kr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

자전거 행복나눔
https://www.bike.go.kr/content.do?key=2008148326130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1

자원 절약과 재활용

학습

자원순환사회연대
http://www.waste21.or.kr/

자원순환학교
http://www.zerowaste.or.kr/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1

산림청 교사숲교실
학습

자연보호 활동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1
3_03_06_02&cmsId=FC_000164

청소년숲교실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
S_03_13_03_06_01&cmsId=FC_000138

산림청 산불 예방
실천수칙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
2_01_02_05&cmsId=FC_001143

탄소포인트제

부
록
Ⅱ

관련 제도

빗물이용시설
환경동아리

탄소포인트제
https://cpoint.or.kr/

서울특별시 누리집 내 신청서 다운로드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1117

환경교육포털 누리집 내 동아리 신청
https://www.ke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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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및 자원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및 자원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CO2eq)

전력

1kWh

등유

1L

2.50

도시가스(LNG)

1N㎥

2.18

도시가스(LPG)

1N㎥

3.74

1GJ

47.16

부문

0.45941

197.425

휘발유

1L

2.18

경유

1L

2.60

수도

1㎥

0.247

음식물 쓰레기

1㎏

0.158

종이컵

1개

0.00686

종이 타월

1장

0.0017

비닐봉투

1장

0.04748

물티슈

1장

0.00122813

A4

1장

0.005264

※ EG-TIPS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온실가스 계산기 활용(http://tips.energy.or.kr), 2017년 국가고유배출계수 기준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2020년도 열(스팀)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전체 지사 평균 적용), 기타 : 관련 통계 및 자료 등을 활용

(연간)

3.5㎏/㎡

4.4t

7.14㎏/대

0.7t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한다.

-

-

물을 절약한다.

-

-

절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한다.

-

-

4.3㎏/인

2.1t

1.38㎏/인

0.7t

교내에서 텃밭 채소를 길러 본다.

-

-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한다.

-

-

31.5㎏/인

14.4t

285.4㎏/대

6.0t

100.7㎏/대

2.2t

-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88.0㎏/인

43.9t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26.0㎏/인

13.0t

3.5㎏/인

1.7t

0.005264㎏/장

1.4t

나무를 심고 가꾼다.

-

-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을 예방한다.

-

-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에너지
절약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지속
가능한
소비

저탄소 식단을 운영한다.

등하교 시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한다.
(1.5㎞ 정도의 짧은 거리는 도보로 통학하기)

친환경
이동

등하교 시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한다.
(차량 이용이 필요한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교직원 출퇴근 시 친환경 운전을 한다.
스쿨버스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학교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한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인쇄 시 종이 사용을 줄인다.

자연보호
활동

우리 학교
감축량(연간)

감축원단위

실천규칙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인다.

지역난방
1Gcal

학교편 실천규칙 총괄표

※ 표기상 ㎏은 ㎏CO2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 t은 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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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의 참여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tCO2eq/년

부문

실천규칙
계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한
소비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인다.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저탄소 식단을 운영한다.
등하교 시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한다.
(1.5㎞ 정도의 짧은 거리는 도보로 통학하기)

친환경 이동

등하교 시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한다.

30% 참여

50% 참여

105,975

317,925

529,875

5,152

15,456

25,760

820

2,460

4,100

2,459

7,377

12,295

820

2,460

4,100

16,862

50,586

84,310
35,130

2,576

7,728

12,880

51,407

154,221

257,035

15,223

45,669

76,115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1,991

5,973

9,955

인쇄 시 종이 사용을 줄인다.

1,639

4,917

8,195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1) 학교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해보아요!
에너지 절약

난방

2℃

냉방

OFF

2℃

OFF

21,078

교직원 출퇴근 시 친환경 운전을 한다.

5

10% 참여

7,026

(차량 이용이 필요한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참여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전체 학교 기준)

학생 실천 학습자료

교실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인다.

전자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물을 절약한다.

친환경 이동

지구와 탄소순환

- 지구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 등의 다섯 권역으로 구성되고, 권역별로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날씨와 기후를 나타낸다.
- 탄소순환(carbon cycle)은 지구상의 암권(‘지권’으로도 표현됨), 생물권, 수권, 기권 사이에서 이뤄지는 탄소의 생지화학적 순환을
의미한다. 지구상의 탄소 대부분은 토양을 포함하는 암권에 저장되어 있는데, 화석연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는 수권, 기권,

급식을 먹을 때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작아진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한다.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한다.

생물권의 식물 등에 저장되어 있다.
- 지구시스템 내에서는 모든 물질의 양이 보존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탄소의 절대량은 변하지 않는다. 한 시스템 내에서 탄소를 배출하면 다른

자원절약과 재활용

시스템 내에서 그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만약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탄소의 양이 대기 중에서 나가는 양보다 많으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 2010～2019년의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전 지구
탄소순환 변화를 살펴보면,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탄소 배출량 중 86%는
화석연료 연소 및 에너지와 산업 활동에 기인하고, 나머지14%는 산림 벌채에
의해 발생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전체 탄소 배출량의 46%는 대기 중에 남아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켰고, 31%는 생물권에 흡수되었으며, 23%는 해양에
흡수되었다. 수지 잔여량(약 0.4%)은 추정된 배출량과 대기·해양·생물권
흡수량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데이터의 불완전성과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현재 탄소순환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출처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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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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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해보아요!

(3) 우리집 온실가스 배출량 알아보고, 실천계획 세워보기

에너지

난방

2℃

① 매월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우리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봐요.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냉방

2℃

1. 전기사용

물은 받아서
사용한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인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인다.

준비물

전력소비량(kWh) × 배출계수(0.45941)

2. 난방, 가스렌지 사용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인다.

계산방법

(㎏CO2eq )

3. 자동차 이용

소비

LNG

도시가스 사용량(N㎥) × 배출계수(2.18)

LPG

도시가스 사용량(N㎥) × 배출계수(3.74)

휘발유

휘발유 사용량(L) × 배출계수(2.18)

경유

경유 사용량(L) × 배출계수(2.60)

전기

전기 사용량(kWh) × 배출계수(0.45941)

4. 수도 사용

수도 사용량(㎥) × 배출계수(0.247)

5.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양(㎏) × 배출계수(0.158)

자동차

소비

수송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구조로 된 제품을
구매한다.

새활용,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다.

영수증
수도 고지서

1개월간
음식물
쓰레기

종이타월 사용량(장) × 배출계수(0.0017)

과대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사용량 고지서

주유, 충전

종이컵 사용량(개) × 배출계수(0.00686)

음식은 싹싹 먹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전기, 도시가스

배출량,

6. 1회용품, 자원 사용량

비닐봉투 사용량(장) × 배출계수(0.04748)

종이컵 등
자원

물티슈 사용량(장) × 배출계수(0.00122813)

사용량

A4 용지 사용량(장) × 배출계수(0.005264)

자원순환

우리집 온실가스 배출량

1번부터 6번까지 배출량의 합

② 우리집 온실가스 배출량 기록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집 온실가스 배출량(㎏CO2eq)

중고제품을 이용하고,
안 쓰는 제품은 나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자원순환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흡수원

1. 전기사용
2. 난방, 가스렌지 사용
3. 자동차 이용
4. 수도 사용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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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를
덜 쓴다.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보호한다.

기념일에
내(가족)
나무를 심어본다.

5. 음식물 쓰레기
6. 1회용품, 자원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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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집 탄소중립 생활 실천계획 세우기
구분

우리집 실천계획

1. 전기사용

2. 난방, 가스렌지 사용

3. 자동차 이용

4. 수도 사용

5. 음식물 쓰레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 학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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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회용품, 자원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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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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