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저감과 쓰레기 줄이는 행사와 활동 기획 매뉴얼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친환경을 고려할 때 순서
1. 사탕수수나 밀짚, 대나무 종이(나무가 아니라 부산물을 활용한 것)
2. 재생종이
3. 일반종이(A4 기준으로 70g, 75g, 80g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
4. 코팅종이
5. 타이벡
6. 일반비닐
7. 광목천(배너나 현수막)
8. 플라스틱(마지막으로 선택, 야외에서 오래 사용할 때)

부문 방안

행사의 등록 재활용 명찰 사용, 행사 종료 후 회수

사무국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구입

기념품

친환경, 지역 물품,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물품으로 구입

플라스틱, 일회용 지양

(예: 물티슈, 플라스틱부채, 보틀, 텀블러, 장바구니 등)

기념품을 넣어줄 가방도 비닐, 플라스틱보다는 손잡이까지 코팅 안 된 종

이 사용

전시 분야

전시 부스의 친환경 설치, 전시 후 재활용 방안 마련

플라스틱 배너와 현수막 지양

크라프트 종이 배너, 천 원단 배너, 종이 현수막, 다회용 현수막 지향

식음료
유기농, 공정무역, 지역 물품, 사회적기업 물품 지향

채식 메뉴 지향

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전단지 양면 인쇄

무분별한 배포 대신 필요한 참석자에 한해 신청 배포

행사장 분리배출 철저(캔, 플라스틱, 비닐, 종이팩, 종이컵 등)

에너지 절약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기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행사장 선택

친환경 물품 구입

재생용지, 식물성 잉크 사용

음료나 물을 제공할 때 일회용 용기를 피하고 재사용 가능한 컵 사용

부득이한 경우 코팅되지 않은 종이컵 사용 및 수거하여 재활용



■ 친환경 사례

1. 종이현수막

 

야외에서 들고 사진 찍을 용도로 맞춤

 

폐상자로 현수막을

2. 광목천현수막(현수막으로의 사용이 종료되면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 예: 장바구니, 에코백 등)

뒷배경이 광목천 현수막

 

광목천 현수막

춘천 도시브랜딩 포럼에서 플라스틱현수막 
대신 광목천 현수막 사용(춘천사회혁신센터)



3. 타이벡 현수막
(플라스틱현수막은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염료로 인한 수질오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타이
벡현수막은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현수막, 유해물질이 없어 게첨 후 회수하여 파우치 등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 수 있음)

두바퀴로가는세상에서 맞추어서 재사용하고 있음

 

타이벡 원단을 회수하여 만든 제품들

 

4. 폐상자로 만드는 조형물
(A배너 등 다양하게 맞출 수 있음, 사회적기업 공공디자인이즘)

포토존

 

A배너

 

크라프트 종이배너



장바구니 수거, 대여함

 

전시조형물

5. 종이컵

코팅안한 종이컵, 종이로 분리배출

 

뚜껑까지 사탕수수컵

 
일반 종이컵(내부 플라스틱 액체 

코팅으로 재활용 어려움)

 

6. 종이

 

나무를 베어서 만든 종이
70g, 75g, 80g

두꺼울수록 나무를 더 많이 베는 것

  
나무를 베지 않고 사탕수수부산물로 
만든 종이

 
40% 재생복사용지



반비 신문용지 54g A4

  

반비 중질지 60g A4 반비 중질지 70g A4

  

7. 기타

종이가방

  
 

부직포가방=플라스틱
  코팅종이+나일론손잡이

재활용 어려움

행사 후 분리배출 철저
 원포켓, 투포켓 종이 상장케이스로 

활용하여 분리배출 용이, 재활용 좋음

 
행사용 출석부판 새로 사지 않고 

달력뒷면 활용



행사의 진행자들 점심은 다회용기 
도시락으로

 행사의 진행자들 점심은 
친환경용기사용업체 

도시락으로

 행사용 비품, 소모품 구입도 
무포장으로

 

인쇄물, 자료집 제작은 
재생지와 콩기름잉크로 

 

개인컵 지참하는 문화 조성

 
행사에는 일회용컵 없이

자원순환문화 조성

나무상패(플라스틱 상패 대용)

 



No more ecobag
오히려 행사를 통해 잠자는 장바구니나 

텀블러 모으기

 

공유장바구니로 활용

 
커피자판기와 다회용컵의 콜라보

행사 때 활용

이제 이런 굿즈는 그만!
종이 영화 티켓을 담는 플라스틱 파일

 
이제 이런 굿즈는 그만!

플라스틱 L자파일

낱개포장의 일회용마스크와 마스크줄의 비닐재포장,
일회용 물티슈, 마스크, 마스크줄, 플라스틱재질의 파우치

이런 기념품은 지양



■ 업체정보

종이현수막
정도인쇄 033-254-1868
기타 청사진 업체에 문의

종이배너 디자인페스티발 010-9079-9785

기타 종이배너나 종이 전
시용품 등

공공디자인이즘 043-272-3737

타이벡 현수막
나누스페이스 춘천 070-4823-4720
아트갤러리 033-251-8284(010-2620-1322)
공공디자인이즘 043-272-3737(청주)

광목천 현수막
나누스페이스 춘천 070-4823-4720
리얼패브릭 1600-6163
디자인 UV 등 

사탕수수복사용지
아이쿱생협자연드림 033-261-0092
페이퍼모어 얼쓰팩 02-2217-1800

기타 재생용지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반비)
1899-2514 / 033-242-3526

사탕수수종이컵 아이엠그리너 1522-5710

친환경용기 도시락 어쩌다농부 등

다회용기 도시락 춘천시니어클럽, 워커즈협동조합반찬투정, 주모협동조합 호수 등

플라스틱 프리 고무장갑 고무장갑연구소

종이상장케이스 우진 종이 상장 케이스

나무 상패
플라스틱 상패 대용
춘천의 공방에 주문제작 또는 n, d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제로웨이스트 물품 요선당, 어거스트, 지구샵 등

■ 기타 문의 : 송현섭 010-348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