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캠퍼스
2018 국제대학생 환경포럼
Let’s go Green Campus, Green Network!
국제사회의 과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대학생들의 환경보호 활동
주최 : 대자연, IGCAUS
후원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한 스웨덴 대사관, 주한 핀란드 대사관,
국회환경포럼, 국민체육진흥공단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 모든 분야에 있어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시대
에 환경분야에서도 지속가능성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과 적극적인 활동은 ‘지속가능한
환경’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근간이며, 국제사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1월 21일,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미래세대의 역할을 모색하고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한자리
에 모였습니다.

Session 1. 개회식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대자연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존 로빈슨 IUCN 부총재, 샤바즈칸 유네스코 아태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기조연설을 진행한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 녹색기후기금 전략
기획 대표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 대학생들이 전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Session 2. 전문가 발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몸담고 있는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같이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대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환경보호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Networks for a Greener Future
안나 후오빌라, 주한 핀란드 일등서기관
핀란드 정부의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구를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며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입장에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교육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월드
How young university students can accomplish
UN SDGs 두베를리 로드리주 티네오, 페루 대법관
페루 대법원과 미주기구의 환경적인 경영을 위한 대법원의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구를 지키고 빈곤을 막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달성해야 할 UN SDGs 실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The Role of University Students in Facilitating Change
폴린 제라드, IISD-ELA 부회장
인구증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환경오염으로 우리 사회는 큰 위기 속에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하면서도 강력한 5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온실가스 줄이기,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산림벌채 금지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 개선입니다. 정부와 개인 그리고 외부 환경의 역할이 어우러질 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은 작은 도시와 같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이
제공되었을 때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전 세계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그린캠퍼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th Empowerment for Global Solutions
리잘 말릭, WWF 인도네시아 최고경영자
청년들이 지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고정되어
있고 단편화되어 있으며 전 세계 정부가 무기와 금융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환경문제에
투자하는 비율은 극히 적다고 밝혔습니다. 젊고 희망이 있는 청년들이 미래이며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은 결국 젊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미래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USH의 친환경 정책 및 Go Naked 캠페인
박원정, LUSH 브랜드 에틱스 디렉터
친환경 브랜드로 유명한 LUSH는 친환경 정책과 포장지를 벗어던져버린 LUSH의 Go Naked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와만
거래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포장지를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며 대학생들이 윤리적이고 친환경적 소비에 동참하여 환경오염 극복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ession 3. 그린커뮤니티 글로벌 녹색한류 그린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외 15개 팀 중 대한민국 Green Plan-it과 ENVIS, 미국 Last Airbender,
남아공 Ubuntu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국에서 펼친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환경비전과 노력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우수상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주제
로 활동한 한국의 Green Plan-it이,
우수상에는 4원소-물, 불, 흙, 바람을 주제로 활동한 미국의 Last Airben
-der와 체계적으로 그린스쿨 활동을
진행한 남아공의 Ubuntu가 그리고
베스트 파트너상에는 방치되는 쓰레기
문제를 다룬 한국의 ENVIS가 선정
되었습니다.

2018 에너지의 날 환경체험부스 운영

2018 WLCF 전문가세션 「청년포럼」 참가

일자: 2018.08.22 / 장소: 서울시청 광장

일자: 2018.10.03 /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자연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서울 시청광장에서 Water Footprint 체험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은 한 방울의 물이 모이면 많은 양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의
절약이 전체 물 절약에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자연 소속 환경
동아리 회원들도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에코 세제 만들기, 영화
포스터 팔찌만들기, 과자봉지 파우치 만들기 등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환경
보호에 마음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8 World Leaders Conservation Forum」 프로그램 가운데 대자연이
전문가 세션3 청년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IUCN 관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영국 BBC 방송 진행자이자 탐험가 등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지속가능개발에 참여하는 미래 세대의 영향력과 중요성”
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팀별로 진행된 발표에서 대자연팀은 “자연을 보존하려는
마음은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스마트폰(어플)을 통해 미래세대가 자연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 NGO세션
「GREEN TALK CONCERT」 개최
일자: 2018.10.03 /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18년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대자연은 국제 NGO세션 "Green Talk Concert"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잉거앤더슨(Inger Andersen) 사무
총장, 자비에 스티커(Xavier Sticker) 프랑스 환경대사, WWF-Korea 손성환
이사장, 청소년 환경운동가 멜라티 위즌(Melati Wijse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NGO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대자연
학생들이 히어로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행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방글라데시 난민을 돕기 위한
EARTH WALK 환경 포럼
일자: 2018.12.19 / 장소: 신구대학교 국제관 8층 국제회의실

대학생들에게 방글라데시 기후난민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환경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대자연 소속 신구대학교 환경동아리
Nature Plus 주최, 대자연 후원으로 100명의 대학생과 20명의 대사관 직원 및
신구대 교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특별히 Ms. Abida Islam 방글라데시
대사가 참석하여 방글라데시 기후난민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며 대학생들과 소통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부스 체험
활동이 이루어져 방글라데시 기후난민을 더 가깝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린캠퍼스

IGCAUS
KOREA YOUNG LEADER COMMUNITY

2018 Youth Model Summit 개최(2차)

일자: 2018.10.02 / 장소: 에너지드림센터

일자: 2018.07.25~26(1박2일)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후원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차세대 환경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환경리더를 꿈꾸는 40명의 대학생
들이 모여 생물다양성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팀별로 각 나라의 대표가 되어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모의 정상회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인 만큼 다채로운 교육도 함께 구성 되었
습니다. 1차 Summit 우수 팀의 사례 발표와 IUCN 한국위원회 부회장의 강의가
이어지며 생물다양성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 방법에 대해 토론 했습니다.
각국이 처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찾으면서 글로벌 환경리더
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자연 환경동아리 네트워크 IGCAUS(이카우스) 활동을 함께한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고 활동들을 서로 공유하는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우수동아리 숙명여대 ‘Green Snow’, 고려대 ‘
KUSEP’, 이화여대 ‘ECUBE’ 총 3팀이 선정되어 우수 동아리 상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스티커를 나눠주었습니다. 학교 선생
님은 학생들의 활동에 감동을 받으시
고, 이러한 환경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들이 사회에 강력히 필요하다며 칭찬
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Sook Green Soon Green
일자: 2018.08.10 / 장소: 반포한강공원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Sook Green Soon Green 팀은 환경위기
시계를 주제로 환경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환경위기시계는 설문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생존 위기감을 시간으로 나타내는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8년 환경위기시계는 9시 35분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환경의 위기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으로
참가자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NEW 리틀대자연을 소개합니다!

2010년 12월 제16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

일자: 2018.07~12 / 장소: 성곡중학교, 잠신고등학교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그

Water Footprint in Campus
캠퍼스에 찍힌 물 발자국을 줄이자
Water Footprint in Campus 캠페인은 음식이나 제품을 구입할 때 이 물건이
제조되어 나에게 오기까지 물 소비량을 인식하고 물 소비량이 높은 물건 구입을
자제하고, 새로운 물건 제조로 물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노력으로 자원을 순환
시켜 물 사용량을 줄이는 캠페인입니다.
대자연은 5개 캠퍼스 환경동아리와 함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Water Footprint in Campus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농사짓는 즐거움,농락｜경희대학교 ENVIS
경희대학교 Green Planet｜상명대학교 Palette｜신구대학교 Nature+

일자: 2018.08.31 / 장소: 소파카마초등학교

Ubuntu 팀은 소피카마초등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1,500명 전교생을
대상으로 환경이론교육과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진과 그림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하고 교내 정화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2℃는 모든 국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2018년 10월 8일 진행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전원 합의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와

IPCC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함께한 대자연 환경교육

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여 1.5℃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

일자: 2018.08.14, 2019.01.06 / 장소: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니다.

대자연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한 방학 프로그램으로 매년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그린스쿨 수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방학임에도 그린 지구
를 만들기 위해 환경 프로그램에 참가
한 리틀대자연의 노력과 열정을 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ENVIS
일자: 2018.09.04 / 장소: 경희대학교

남아공 UBUNTU

이상 올라가면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과학자들의 경고

성곡중학교와 잠신고등학교에서 청소년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환경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대자연의 힘찬 발
걸음은 계속됩니다.

글로벌 녹색한류 그린커뮤니티 프로젝트

미래의 글로벌 환경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녹색한류 그린커뮤니티 프로젝트’가
2018년 하반기에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남아공, 노르웨이, 멕시코,
미국, 우크라이나, 필리핀, 케냐, 네팔에서 그린스쿨, 그린캠퍼스, 그린월드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5℃

그린스쿨

경희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ENVIS
팀은 방치되는 쓰레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환경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왔습
니다. 대학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리
고 대학생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들을 공유 했습니다.

녹색 해외문화체험단

글로벌 녹색한류 그린커뮤니티 프로젝트의 활동 우수팀은 녹색 해외문화체험단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한국 학생들은 독일로, 해외 학생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환경 견문을 넓히고
해외 대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UNIearth
일자: 2018.09.07 / 장소: 테메큘라밸리중학교

UNIearth 팀은 테메큘라밸리중학교에 방문하여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양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텀블러에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방문한 학생들은 뮌헨 블루텐부르크슈트라쎄 초등학교에서 그린스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에코 손수건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일회용 핸드타월 사용을
줄이고 손수건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 선진국인 독일의 선생님
과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대학 탐방과 연구소 탐방을 통해서 만난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활동을 할 대학생들이 더 많이 있었
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
하였습니다.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효과는 2℃에서 현저히 악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처럼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면 빠르면 2030년경에는 1.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1.5℃ 상승 시 산호초의 감소량은 70~90%이며 2℃ 상승 시 산호초의 감소량은
99%입니다. 산호초는 100만 종에 달하는 해양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열대

GREEN RELATIONSHIP

우림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산호초가 모두

일자: 2018.07~12
장소: 인창중학교, 보인고등학교

사라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의 30배 이상 증가합니다.

2018년 하반기도 대자연은 인창중학교,
보인고등학교와 함께 환경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에 대
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리틀
대자연 학생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각 분야에서 각자의 환경의 꿈을 펼
치게 될 것입니다. 지구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을 통해 변화될 세계를
기대해봅니다.

1.5℃ 목표는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1.5℃가 불가능하다는 보도는 수없이 나오
고 있습니다. 하지만 IPCC의 연구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화학 등 과학적
법칙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은 가능하다고 평가됐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가능해야 하고 각 국가와 개인으로도 가능해야 합니다.
1.5℃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0으로 줄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구라는 행성, 현재로서 유일하게

리틀대자연 에코디자인 체험캠프 개최
일자: 1차 2018.08.08.~08.09 (1박2일)/ 2차 2018.08.12 / 장소: 서울 올림픽유스호스텔

대한민국 Green Plan-it

IPCC의 연구결과는 세계가 1.5℃의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기후 영향에

리틀대자연 캠프가 1차 70명, 2차
18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에코 디자이너가 되
어 제품을 디자인하는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환
경운동가와 팀을 이루어 환경 진로
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공유하였습
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리더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었
습니다.

생명체가 사는 이곳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1.5℃는 전
세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목표이자 걸어가야 할 목적지라면 어려운 길이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2019년, 대자연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안전을 회복하는 1.5℃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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