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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2 발자국 줄이기 기획 매뉴얼

체커스폿나비의멸종
북극곰의 발밑에서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헤엄칠 기력이 없는데, 내딛는 얼음 덩어리마다 산산

조각 부서지고 만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수 을 멈춘 곰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같은 시간 나는 난방이

잘된방안에앉아컴퓨터자판을두드리며, 따뜻한커피한잔을마시고있다. 지구가말을한다. 나의일

상생활이북극곰을죽 다고, 북극곰을죽인도구는지금당신이배출하고있는이산화탄소(CO₂)라고. 우

리가지극히편안하고평범한일상생활을살면서배출한이산화탄소가지구저편에서갑자기살상무기로

돌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갈까. 죽어가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은 아니다. 해수면상승

으로가라앉는태평양섬나라사람들과북극에서사냥을나갔다얼음이깨져목숨을잃는이누이트사람

들은기후변화의최전선에있는사람들이다. 

“미국로키산맥에서식하는에디스의체커스폿이라는나비는기온보다는적설량을기준으로번데기에

서나오는시간과짝짓기시기가결정된다. 이나비는5~6월에번데기에서나오는것이보통인데, 록키

산맥에눈이내리지않으면서4월에일찍번데기에서나왔다. 나비는꽃을찾아헤매다가굶어죽었다.

나비의몸에서떨어져나온부드러운날개로온산은오렌지빛카펫으로뒤덮 고, 몇년후록키산맥

주위에서는이나비를볼수없게되었다. “- 핫토픽, 56쪽-

나비의오렌지빛날개로무수히덮인록키산맥의모습을상상하면색채의마술사‘샤갈’의그림이떠오른

다. 몽환적인 분위기의 화려한 색감이 처연한 멸종을 더욱 강조한다. 이미 체커스폿 나비는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그다음은누구인가. 인류가종말의맨마지막을장식할것이라고장담할수있는가. 

21세기 핵심키워드중하나는‘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에대한정보가흘러넘친다. 신문도방송도온통

지구온난화와탄소이야기로도배가된다. 최근에는이지구적재난이경제적인‘블루오션’이될것이라는

기대감속에‘기후변화산업’도등장했다. 넘치는정보와막연한공포감속에이미대중들이기후변화를막

기위한일들을제대로시작도해보기전에‘포기’하거나‘환경피곤증’에빠져버린것이아닐까하는걱

Part. 01
왜저탄소행사인가? 

지구온도를내리는탄소중립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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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들 정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후변화 현상과피해에대한무수한나열이아니라그래서

우리가지금당장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가에대한실천지침이다.  

저탄소행사ㆍ탄소중립행사란?
저탄소라 함은 에너지나 물건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CO₂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탄소중립1)은 이미 발생

한탄소를여러가지방법을통해상쇄함으로써총탄소배출량을‘0’으로만드는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확산된 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현재 선진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무적으로 1990년대비온실가스발생량을5.2%줄여야한다.

이 자료집은우리가개최하거나참여하는수많은행사에서발생하는 CO₂량을측정하고, 줄여나갈수있

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국내외에서열리는수많은행사들. 예를들면, 워크숍, 세미나, 국제심

포지엄, 전시회, 콘서트,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 다양한행사과정에서많은온실가스가발생된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하고, 물건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CO₂를배출한다. 특히국제적으로열리는행사참여를위해서는항공편을이용해야하고, 편리

함 때문에일회용물품을많이사용하기도한다. 계절에 따라냉?난방과조명에쓰이는전력량도많아진

다. 따라서 날로심각해지는기후변화를막기위해서는 각종행사에서 CO₂발생량을줄이는노력을기

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

체, 개인이 탄소저감 혹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정 행사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 계

산, 저감 및상쇄방안마련, 모니터링, 평가를대행하는업체들도생기고있다. 그렇기때문에행사주최

자들이기후변화를생각한다면자발적으로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량이나탄소배출상쇄(Carbon Offset)2)

량을설정하고실행함으로써기후변화대응실천을할수있다. 이를통해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으로의

전환을지지할수도있다. 무엇보다참가자와행사주최자들이에너지절약을통해돈도절약하고, 탄소발

생량도줄이는아이디어를경험하게된다는‘교육’과‘인식증진’의성과가크다고할수있다.   

탄소중립을위한시도들
❶국내사례
최근행사를진행할때에도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다양한노력이시도되고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CO₂6톤을 나무심기, 감축실적

구매등을통해상쇄하는‘탄소중립’행사를진행했다. 이를계기로에너지관리공단은탄소중립홈페이지

(http://zeroco2.kemco.or.kr/)를 운 하면서, 탄소중립캠페인을펼치고있다. 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온

실가스를산정하고, 부문별중립목표를선언한후, 상쇄할수있도록만들었다. 항공, 행사, 가정, 승용차

1)탄소중립, 탄소중립성(Carbon neutral, Carbon neutrality): 에너지사용을최소화하여CO₂발생을원천적으로줄이거나발생량만큼의탄
소배출상쇄를 통해 총 탄소배출량을‘0’으로 만드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석연료로 인해 배출된 CO₂량만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투자, 나무심기를통한배출량흡수혹은온실가스배출예방사업을위한탄소펀드투자, 배출권 거래를통한탄소감축실적(Credit) 구입 등
의탄소배출상쇄(Carbon offset) 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다.
2)Carbon Offset(탄소배출상쇄): 인간생활및기업활동등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을간접적으로감축하는경제수단이다. Carbon
Offset은 6가지온실가스중에CO₂e로측정된다(Carbon Offset 1단위는 1 CO₂e감축을뜻함). 대상사업에는 1)나무심기 2)풍력, 태양광등의
재생에너지투자3)개발도상국에서의감축프로그램진행등이있다.



부분에서발생하는 CO₂량을계산하는프로그램도제공하고있다. (http://zeroco2.kemco.or.kr/)를 운

하면서, 탄소중립캠페인을펼치고있다. 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를산정하고, 부문별중립목표를

선언한후, 상쇄 할 수 있도록만들었다. 항공, 행사, 가정, 승용차 부분에서발생하는 CO₂량을계산하는

프로그램도제공하고있다.

2004년부터 해마다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서울환경 화제는 올해 제5회 화제에서 'CO₂ZERO선언'을 하고,

CO₂를배출하지않는 화제를목표로행사를진행했다. 'CO₂ZERO‘팀을꾸려 화제에서발생한온실가스량

을 측정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해 상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숲을 지키는 시민단체인‘생명의 숲’은

결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CO₂와 온실가스를 수치로 환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시 숲 조성에 기부하는

‘Love Green’이라는탄소저감결혼프로젝트를기획하는등국내에서도다양한시도가있었다. 

창원시는‘2008 람사르총회’에서탄소상쇄기금을모았다. 총회기간동안국·내외참가자들의비행기,

자가용 이용 등 교통수단과 회의장 사용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CO₂배출량을 계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조성한기금은람사르사무국(스위스 랑)에전달되어, 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감축사업

과습지보전사업에사용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 (Guideline for Low-carbon Events)’을 작성 배포

하 다. 그러나실제로환경부와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진행한‘녹색성장포럼’행사가환경부의가이드라

인을따르지않아구설수에오르기도했다.3)

6 CO2 발자국 줄이기 기획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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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명애, [기자메모] ‘녹색’과거리먼환경부행사, <경향신문> 2008년 09월 11일. 기자는환경부의행사에대해초대장에안내된대중교통
이용방법은단 2줄이었지만, 자가용이용안내는그보다 3배는상세했고, 1회용티백과커피를제공한것을지적했다. 점심식사는비행기로
실어왔을호주산쇠고기가포함돼있었다. 포장지로싼종이상자에담긴기념품에서는친환경제품임을나타내는환경마크를찾아볼수없
었다. 기자는기사에서“스스로도외면한녹색행사가이드라인을누구에게지키라고할것인지묻고싶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정책과실
행을일치시키지못하는우를범한것이다.

그림1.에너지관리공단 탄소중립 홈페이지(http://zeroco2.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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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운 하는생활속의CO₂계산(환경부기후변화홍보포탈http://www.gihoo.or.kr/portal/index.jsp)

은 가정에너지소비량을토대로이산화탄소배출량을측정할수있으며, 계산된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축할

수있는방안까지제시하고있다. 다른탄소계산기에비해보다구체적으로값을대입할수있도록되어있다.

문화관광부는 10월, 도서관·공연장·박물관·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

친환경설계에 따르도록가이드라인을보급할방침이라고밝혔다. 관광호텔 등급 평가에도에너지등 온

실가스저감실적이반 되는‘관광시설물녹색인증제’를도입하고, 지역축제, 전국체전등에탄소중립프

로그램을도입할예정이다. 

송파구는 12월‘그린크리스마스’행사를진행하고있다. 송파구의연말행사로‘크리스마스트리’를설치

하는데, 구민들의아이디어를통해CO₂발생량을최소화할수있는트리를준비하고있다.

❷해외사례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2005년 UN기후변화회의, 2006년 FIFA월드컵과 토리노 동

계올림픽도기후변화에주는 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한사례로꼽을수있다. 

미국 환경보호국 2001년 자료에의하면미국에서 3일짜리회의에참가하는사람들은평균 1인당온실가

스 1,400파운드(약 0.6톤) 이상을배출한다. 이것은미국인들이자가용을한달사용할때배출되는온실

가스와맞먹는다. 매년 500명 정도가참여하는규모의회의가전세계에서수천여건이열린다고보면,

각종회의와행사가지구환경에미치는 향이얼마나큰지알수있다. 특히, 교통수단인항공기이동은

기후온난화의최대이슈중하나이다. 항공여행으로인한 온실가스배출량문제가이슈화되면서유럽에

서는항공사에세금을부과하는등의정책을펼치고있다. 행사참가자들도항공여행에많은비용을지불

4)이산화탄소계산기외에도기후변화교육콘텐츠를제공한다. ‘기후변화교육용콘텐츠’를클릭하면, 초중등 대상콘텐츠, 학습용 게임등
활용할만한교육자료를접할수있다.

그림2.환경관리공단 기후변화홍보포털 홈페이지(http://www.gih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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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고, 환경에미치는 향을고려해항공이동을최대한줄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따라서

일부회사에서는이미‘화상회의’시스템을적극적으로채택하고있다. 

행사기획자들이나시설관리자들은단순히지구환경에대한책임이라는윤리적인측면에서이러한변화

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경제성을빼고는이야기할수없

다. 행사기획자들은고객인행사주최자즉, 회사에게보다친환경적인행사기획안을제시하면에너지효

율을높이고쓰레기를줄일수있기때문에전체비용을절감할수있다고전한다.

미팅프로페셔널인터네셔널(Meeting Professional International)은 행사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비

용도 줄이고, 전력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미국 포틀랜드에서

9,000명 규모의컨퍼런스를기획했던회의기획자는플라스틱물병대신에정수기를배치하는것만으로

약 25,000$를절감했다. 행사참가자들이숙박하는호텔을행사장에서걸어서다닐수있을만큼가까운

곳에 선정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도 되고, 홍보용 전단지 대신 이메일 홍보를 하면 예산을 줄일

수있다.  

호텔업계도변하고있다. 기후변화에대한사회적책임이확대되면서, 호텔업계는앞으로호텔의‘CO₂발

자국’크기에따라과세액이증가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따라서호텔경 자들은건물을보수하고

조명설비를바꾸는등에너지효율사업에참여하고있다. 자연광을최대한활용하고, 냉?난방작동시간

을조절하고, 고효율단열재를이용하는등친환경설계를통해서도비용을절감하고있다.

콜로라도의ASPEN SKIING CO.는대규모관광단지를운 하면서도우수한환경관리로여러차례수상을

한 바 있다. ASPEN은 미국에서 최초로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고,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며, 그린

빌딩인증을받은스키리조트이다. 리조트에서사용하는전력 100%가 재생가능에너지로생산한다. 월트

디즈니사는리조트와호텔의친환경적인운 을위해노력한결과세계 100대지속가능기업으로등록되었

으며, 국항공은승객들이자발적으로CO₂배출량을상쇄할수있도록환경기금을모금하고있다.

2006년 미국의 미팅뉴스(Meeting News)가 회의기획담당자 23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약 52%에 해당하는 147명이‘그린미팅(Green meeting)’개념을 알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효과적

(67.3%)이고, 업계의중요한이슈(85%)이며, 한번반짝하는유행은아니(68.3%)라고답하고있다. 하지만

그린미팅을기획하는데있어서사회적수요가적고, 적합한장소가부족하며, 행사를기획하기위한지식

이부족해어려움을겪는다고답했다.  

부문별탄소저감방안
친환경적인행사를진행하기위해서는기획단계부터환경·사회·경제

향을 고려해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행사장, 등록,

교통, 사무실, 음식, 물품구입등여러부문에서정교한계획을거치면환경

에미치는 향을최대한줄일수있다. 각 부문별로시도해볼만한 CO₂저

감방안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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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선택 -탄소중립행사진행을위해모니터링, 평가등다양한프로그램에필요한데이터를

제공할수있는행사장선택

등록 -행사참가자관람자전자등록

-재활용명찰사용, 행사종료후회수

-명찰용재생용지와식물성잉크사용

교통 -셔틀차량운전자사전교육: 행사장과교통교차/순회지점(공항등)에서공회전금지,

친환경차량운행

사무국 -간단한취사용품, 사무용품, 청소물품, 사무용가구, 참가자용기념품을친환경상품으로구입

-유리, 금속, 플라스틱, 종이재활용

-종이사용최소화: 양면프린트등다양한방법고민

전시분야 -전시자사전교육: 전시부스의친환경설치, 가이드라인제시

-전시후재활용프로그램마련

식음료 -유기농·공정무역커피, 차제공

-남은식음료자선단체기부(Food Bank)

-전메뉴채식식단혹은채식메뉴추가

마케팅 -종이사용을줄이는전자통신활용

-종이와절약을위한인쇄가이드라인마련

쓰레기줄이기 -홍보용전단지양면인쇄

-무분별한배포대신필요한참석자에한해신청배포

-종이, 재활용할수있는음료수용기(플라스틱, 캔) 수거, 분리수거

-카드보드지, 종이수거

에너지절약 -자연광을최대한이용한행사장선택

-대중교통이잘연결되어있는행사장선정

-숙소와행사장사이셔틀차량배치

숙박시설 -불필요한음식쓰레기를줄이기위한꼼꼼한계획수립

-남은음식자선단체기부

-린넨(침대시트, 수건등), 비누등을매일교체하지않도록호텔측과사전합의

친환경물품구입 -재생용지, 식물성잉크사용

-음료수를제공할Ei 일회용용기를피하고재사용가능한리필용용기사용

-행사자료보관용으로재사용가능한폴더나헝겊가방제공

참가자교육 -재생지로제작된핸드아웃에대한홍

-사용하지않았던물품은다른행사에쓸수있도록회수

-참가자들에게행사중에물품재사용·재활용권고

-행사중진행되는환경캠페인참여자에게포상

행사물품 -물품및서비스전과정(life cycle)의환경적, 사회경제적 향고려

-품질의질과가격및환경평가기준적용후물품선택

표1.행사부분별탄소저감방안





지구온도를내리는탄소중립행사

행사에서발생하는CO₂
발자국줄이기

1. 저탄소행사준비절차

2. 저탄소행사기획가이드라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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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행사에서발생하는
CO₂발자국줄이기

지구온도를내리는탄소중립행사

저탄소행사준비절차
기업이나정부가대규모로기획해진행하는행사를제외하고는행사에서발생하는 CO₂를정확하게계산

해내고, 예산을마련해서탄소중립행사를하는것은쉽지않다. 누군가는행사로인해발생하는CO₂에대

한데이터를꼼꼼해챙기고계산해야한다. 비록아주정확하게계산하지는못하더라도우리가행사를진

행하면서발생하는CO₂발자국을점검하고줄이기위해노력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현재지구가처한

기후변화라는위기는우리로하여금‘머리부터발끝까지일상의삶의방식’을바꿔야해결할수있기때

문이다. 이에행사를준비하는과정에서CO₂를줄이기위한노력을벌이고, 이를기후변화교육과실천에

활용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1단계 : 행사를 기획하는팀에서‘저탄소행사기획자’를선임한다. 저탄소행사기획자는반드시기획과정

에 참여해야 하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발생량을 계산해 내고, CO₂발자국을 줄이기

위해계획을세우고, 실행하며, 그결과를보고하는역할을해야한다. 

또한기획자 1인을선임하기보다는‘CO₂제로팀’의형태로함께일하는것이더큰성과를가져올수있

다. ‘CO₂제로팀’은행사장에서발생되는쓰레기와자원낭비요소를감시하고, 참가자들에게탄소배출

의위험성과실천방법에대한정보를전달하는역할을한다. 행사 기간 중 CO₂발생요소들을자료화하

고자원사용을장부화로만들어추후상쇄노력까지관리해야한다. 

2단계 : ‘저탄소행사’기획회의를연다. 회의를통해실천할CO₂저감방안을결정한다.  

방식① : 탄소배출저감에대한고려없이평소와마찬가지로어떻게행사를진행할것인가에대한회의

를한다. 일반회의가끝나면‘저탄소행사기획자’가주관해서행사에서도입할수있는저탄소방안에대

한 아이디어를 낸다. 일반적인 기획안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을 미리 추정해보고, 저탄소 기획안대로

했을때줄일수있는CO₂량에대한목표를세운다



방식② : ‘지방의제전국협의회정기총회’와같이저탄소행사로진행하고자하는회의가연례회의또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라면, 기준 행사 사례를 설정한다. 첫 회 행사에서 발생한 CO₂발생량을 측정한

다. 이때 발생하는 CO₂량을기준으로다음회의에서는기준행사에대비해일정퍼센트의 CO₂를줄이겠

다는계획을세우고실천한다(예를들면전회대비 10% 감축). 

방식③ : 행사참여자들에대한정보를미리알고있는경우에사용할수있는방법이다. 행사주최자들은

각개인이분야별로줄일수있는CO₂량을간단히계산할수있는카드를배포한다. 카드에는원래참석

자들이선택하려고했던교통수단과그교통수단을활용했을때배출되는 CO₂량을계산할수있는방법

이적혀있다. 그리고기후변화를위해 CO₂량을줄일수있는방법에대한정보도제공한다. 참석자는자

신의선택에따라 CO₂량을줄일수있는적극적인방법을적어도한가지선택하고, 줄일 수 있는 CO₂

량을 표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실행하는 노력을 벌인다. 행사가 끝나면 각 개인의 선택과 실천여

부, 실천을통해얻을수있었던교훈에대해함께토의하는시간을마련한다. 

‘저탄소행사기획자’는각개인이작성한‘행사 CO₂발자국줄이기’카드를한데모아총합을계산한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 참석자들이 CO₂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가지고있다.

3단계 : CO₂발생량계산에필요한자료수집준비를한다. 단기간동안에정확한정보를얻기위해서는

누구에게어떤정보를얻을것인가에대해미리준비를해야한다. 

4단계 : ‘저탄소행사기획안’에따라행사를진행한다. 기획에따른실행여부를꼼꼼히점검한후, 배출량을계산한다.

기획안A
- 일반기획안-
CO₂발자국계산

기획안B
- 저탄소기획안-

CO₂를줄이기위한방법과목표설정

5)‘행사 CO₂발자국줄이기’카드는각행사의내용과특징에맞게다양한방식으로제작할수있다. 물론 이 카드자체가불필요한자원을
낭비하는것이되지않도록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법을고민해야한다. 

행사CO2 발자국줄이기카드5)

저탄소행사(나의실천)  

지하철로바꿈
30km×1.53gCO2/인.km=0.0459kgCO2

개인컵지참
종이컵사용으로인한
CO2 발생자체를줄

결과

달성여부 (  )
줄어든CO2 = 6.2541kgCO2

달성여부 (  )
줄어든CO2 = 110gCO2

일반행사

자가용
30km×210gCO2/인.km=6.3kgCO2

종이컵이용
5g짜리종이컵 1개CO2

종이컵 10개× 11gCO2/개 = 110gCO2

줄어든CO2 총합 6.364kg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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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저탄소행사기획자’가행사참여자의노력으로줄인 CO₂발생량을발표한다. 감축목표량달성

여부를확인하고실행과정에서얻은성과를함께 공유한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참가자들로하

여금‘CO₂발자국’과기후변화에대해고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때문이다. 

6단계 : ‘저탄소행사’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지역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립또는기부한다. 

저탄소행사기획가이드라인6)

이 장에서는‘저탄소행사 기획자’가 저탄소 행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분야별 CO₂발자국 계산 방법’과

‘CO₂감축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 다. 행사 주최자의 여력에 따라 교통, 행사장 운 , 숙소 등 각

분야별로 선택해 실천에 옮길 수도 있다. 저탄소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본대회가저탄소행사로진행될것이므로지참물을미리마련할것과불편을느낄수있는사항에대해

사전에공지하고협조를구하는것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CO₂배출량은활동량(사용량)을파악하고, 분

야별로CO₂배출계수를곱해파악할수있다. 

1. 참가자예상

행사참가자규모를과대추정해물품이낭비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참가자들을사전에등록하

도록 하고, 등록확인은 이메일이나전화로한다. 참가자들에게펜과 종이, 개인용 컵을 지참할 것을공지

한다(현장에서는지참하지못한참가자들에게만펜과종이, 개인용컵을제공한다). 

2. 행사장선정

행사규모에맞는행사장소를선택하고, 참여자들의이동거리가최대한짧고, 대중교통을통해접근할수

있는곳으로선정한다. 숙박지나식사장소를 행사장과가까운곳에마련한다. 엘리베이터나에스컬레이

터가필요없는저층에서행사를하도록고려할수있다. 엘리베이터를이용해야한다면, 저층일경우엘리

베이터를이용하지않기로약속하고, 그로인해줄인CO₂량을측정해볼수있다. 

3. 교통부문계획

1) 교통에서발생하는CO₂량계산

행사에참석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모여야하고, 이동을위해각종교통수단을이용할수밖에없다. 참가

자들의교통수단은항공, 기차, 지하철, 버스, 자가용, 셔틀차량, 자전거, 도보등으로다양하다. 

항공기가배출하는CO₂는전세계CO₂배출량의 3.5% 정도이다. 유럽에서는항공사마다배출할수있는이산

화탄소량의 한도를 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항공사들도 바이오연료 개발, 신기종 개발, 탄소상쇄 프로그

6)캐나다환경부는그린미팅을계획하고실행하는각단계에서확인해야하는내용들을목록화해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이 자료는캐
나다환경부자료를토대로작성한것이다. 

CO₂배출량(kgCO₂) = 활동량(사용량) ×CO₂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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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등을마련하고있다. 출장이나여행때문에항공기를이용할수밖에없는상황도있지만, 발달한정보통신의

힘을빌려화상회의하고, 최대한항공기이용을자제하는회사들도생겨나고있다. 

프랑스는올해 1월부터자동차가배출하는이산화탄소(CO₂)량에따라세금을차등부과하고있다. 1㎞주행시CO₂

배출량이 100g 미만이면 1,000유로를 할인해주고, 250g 이상이면 2,500유로를 더내야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프랑스에서는대형차보다작은경차의판매가급격히늘어났다. 정부가세금정책을통해온실가스를줄이는것

이다. 소비자의현명한선택을도와주는정부의세심한정책설계도기후변화를막기위해중요한역할을한다.

EU는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015년까지 1km를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를 125g 이하로 배출하도

록규정을정했다. 지금우리나라에서생산하는자동차의평균이산화탄소배출량은 165g이다. 만약에유

럽에자동차를 수출하려면기준을맞춰야한다. 이제는 제품을하나하나생산할 때도배출하는이산화탄

소의 양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를 타지 않는 것이다. 도로 중심의

운송체계를철도와대중교통, 자전거로전환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교통비를아껴자전거를구입하는

것도좋은방법이다. 

A. 항공

항공부분 CO₂배출량은단 1회방출만으로개인이 1년동안방출하는량에맞먹는다. 따라서국제회의에

있어서초청자를선정할때신중해야하며, 항공이동거리를최단거리로줄여야한다.

국가간표준항공거리(km)8)

항공부문CO₂배출량(kgCO₂) = 항공거리(km) ×0.152859 kgCO₂/km(항공배출계수)7)

7)대한항공지속가능보고서(2005. 2006). ASK와총연료사용값으로에너지관리공단에서추정
8)대한항공홈페이지(http://kr.koreanair.com)에서항공거리확인가능

항공구간 항공거리 항공구간 항공거리

한국(인천)-미국(LA) 9,604 한국(인천)-일본(도쿄) 1,223

한국(인천)-미국(뉴욕) 11,075 한국(인천)-중국(상하이) 853

한국(인천)-캐나다(벤쿠버) 8,194 한국(인천)-중국(베이징) 917

한국(인천)-캐나다(토론토) 10,966 한국(인천)-홍콩 2,071

한국(인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18,359 한국(인천)-베트남(호치민) 3,572

한국(인천)-칠레(산티아고) 20,976 한국(인천)-싱가폴 4,634

한국(인천)-러시아(모스크바) 6,592 한국(인천)-인도(봄베이) 5,560

한국(서울)- 국(런던) 9,096 한국(인천)-호주(시드니) 8,331

한국(서울)-프랑스(파리) 9,073 한국(인천)-뉴질랜드(오클랜드) 9,651

한국(서울)-독일(프랑크푸르트) 8,626 한국(인천)-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13,296

출처: 환경부, 대한항공(www.koreanair.co.kr), World ports distances(www.distan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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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가교통

자가교통을이용할때발생하는 CO₂배출량계산을위해서는연료이용량을이용하거나이동거리를이용

하는두가지방법이있다. 이동거리를계산하려면차량의연비를알아야하는데, 연비는차종, 차의사용

방법, 차의연수에따라달라지므로정확한값을알려면연료이용량을사용한다. 자동차의배출계수는연

료에따라휘발유, 경유, LPG로나눈다.  

방법1. 이동거리정보를통해계산하는방법 : 전체이동거리, 연비, 연료종류, 동승인원에대한정보가필요

1인당차량CO₂배출량(kgCO₂)=이동거리(km)÷연비(km/ℓ)×배출계수(kgCO₂/ℓ)÷동승인원

그림3.대기권을 매우수많은항공기 <윤호섭, 경향신문> 

국내권역별이동거리(km)

도착/출발 수도권(서울) 수도권(원주) 수도권(청주) 수도권(대전) 수도권(전주) 수도권(광주) 수도권(대구) 수도권(부산)

수도권(서울) 30 125 138 161 212 296 288 395

강원도(원주) 125 30 133 167 246 330 218 326

충청북도(청주) 138 133 30 46 125 209 167 274

충청남도(대전) 161 167 46 30 84 168 153 260

전라북도(전주) 212 246 125 84 30 99 190 254

전라남도(광주) 296 330 209 168 99 30 217 263

경상북도(대구) 288 218 167 153 190 217 30 107

경상남도(부산) 395 326 274 260 254 263 107 30 

출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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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LPG 연료로하는경차로30km를달렸을때, 

30km×배출계수(0.1886kgCO₂/km) = 5.658kg/CO₂

방법2. 연료이용량정보를이용해계산하는방법 : 연료이용량, 연료종류, 동승인원정보필요

9)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및해외정보망(www.klcidb.or.kr)
10)에너지관리공단, 2007년 업용제외자가용분야배기량별연비기준으로계산

람사르탄소상쇄기금산정방식

○참가자별이용교통수단과이동거리별CO₂배출량산정

- 해외참가자는대륙별항공기왕복평균이동거리(왕복) 적용

- 국내참가자는실제왕복이동거리적용

탄소상쇄기금= 이동거리(km)×배출계수(kgCO₂/km)×배출권거래가격

교통수단별이산화탄소배출계수9) : 자가용0.21 항공기0.15 버스 0.0277 KTX 0.03 일반기차0.02 

자동차용량과연료원별배출계수10)

자동차용량 휘발유kgCO2/km 경유 kgCO2/km LPG kgCO2/km

1000cc 이하 0.1276

1000cc 초과 1500cc 이하 0.1537 0.1485 

1500cc 초과 2000cc 이하 0.1741 0.208 0.1886

2000cc 초과 2500cc 이하 0.2097 0.2202

2500cc 초과 3000cc 이하 0.2302 0.2448 0.2236

3000cc 초과 0.2536 0.2782

수송용연료의배출계수

연료 단위 배출계수

휘발유 kg/ℓ 2.38 kgCO₂/ℓ

등유 kg/ℓ 2.55kg/ℓ

경유 kg/ℓ 2.75 kgCO₂/ℓ

LPG kg/kg 1.57 kgCO₂/kg

LNG kg/kg 1.96(CNG=1.93)

배출권거래가격: TonCO₂당13달러(2007년Primary CDM 세계평균가격)

1인당차량CO₂배출량(kgCO₂) = 연료이용량ℓ×배출계수(kgCO₂/ℓ) ÷동승인원

자료: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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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버스1시간을타고이동했을때, 

[{(1hour ×18km/hour)÷2km/ℓ} ×2.75kg/ℓ(경유)} ÷9인= 2.75kgCO₂/

b. 지하철 : 지하철이용시간(분)을알면계산할수있다. 

예) 서울에서지하철을왕복80분이용했을때, 

(1.3hour×52.2km/hour) ×0.0009086kWh/km ×0.424 kg/kWh= 0.026kgCO₂

11)녹색연합(2007),「기후변화와탄소발자국-지역실천을위한가이드라인」34쪽표9 참조.
서울시를운행하는중형이상의버스를대상으로 415개 버스노선중버스이용객수(2006년 7월 기준)가 중간치인 200-230번째버스노선
중 11개를선택하여노선길이, 운행시간분석으로산정. 
12)녹색연합(2007). 34쪽 표10 참조. 버스는혼자이용하지않기때문에평균탑승인원산정을위해위노선중노선별버스보유대수, 노선
별하루탑승인원, 노선별정류장수등을통해산정.
13)녹색연합(2007). 36-36쪽표11, 표12 재구성. 지하철의평균속력은정류장을이동할때걸리는시간을알면구할수있다. 이를위해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지하철이운행하는6개도시에서운행되는지하철의노선길이와노선내정류장수를파악하여정류장간거
리를구하 다. 정류장간이동시간은보통2분이지만개폐시간등을고려하여 1분 30초로예측하 다.
14)녹색연합(2007). 36쪽표12 참조. 서울시지하철 1km 이용시 1인당이용하는평균전력량.

지역별지하철평균속력13)과1km 당소비전력

속력(km/h) 지하철 1km 당소비전력량(kWh)14)

서울 52.2 0.0009086 

인천 46.9 0.0001654

부산 42.6 0.0001136

대구 40.9 0.0002252

광주 37.2 0.0009965

대전 46.5 0.0006725

1인당배출량(kgCO₂)=이동거리(km)÷연비(km/ℓ)×배출계수(kgCO₂/km)÷동승인원

- 이동거리= 버스평균속력×이동시간

- 서울시내버스평균속력: - 18km/h11)  서울시평균동승인원: 9명12)

1인당배출량(kgCO₂) = 이동거리(km)×1km당소비전력량(kWh)/km×전력배출계수

-개인지하철이동거리: 지하철이용시간×지하철속력

C. 대중교통

a. 버스 : 탑승시간(분)을알면계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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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택시 : 택시이동거리를알면계산할수있고, 배출계수로는LPG를이용한다.  

d. 자전거·도보 : 0 

‘자전거로 CO₂다이어트 캠페인’홈페이지(http://www.co2diet.or.kr)는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절약과경제효과를직접확인할수있다. 2007년시작된이캠페인은지금까지이산화탄소 125톤을줄인

것으로나타났다.

2) CO₂발자국줄이기

교통에서항공부분CO₂배출은단 1회의방출만으로한개인이 1년동안방출하는CO₂량에맞먹게된다.

따라서 국제회의초청자를 선정하는데신중해야 한다. 또 초청해서 20~30분 정도의 발제기회만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초청하는것보다는적은 수의사람을초청해충

분히정보를교환하고교류하는방식을고민해야한다. 최근 IT기술의발달로화상회의를하는것도적극

고려해야한다. 국제회의참석을위해어쩔수없이항공을사용한경우‘탄소상쇄’프로그램을진행할수

도있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부터 승객들이자발적으로탄소상쇄비를지불할수있는프로그램을진행하

고있다(김포-부산: 1,590원, 김포-제주: 1,220원). 

행사교통정보제공에있어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순으로제공하고, 대규모참가단일경우셔틀버스를

마련한다. 보통단체홈페이지나행사소개란을보면자가용을이용해서찾아오는방법은상세한반면, 대

중교통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는지를잘몰라서자가용을이용하는경우도있다. 자가용으로이동하는경우미리운행자와출발

지에대한정보를제공해‘카쉐어링’을활용할수있도록한다. 규모가큰회의장은참가자들에게자전거

를대여해회의장사이를이동할 때자전거를이용하고, 회의장 안에는 자전거를안전하게보관할 수있

는 장비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행사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등은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서 한 번에

운반한다. 또한회의에이용되는모든차량(리무진, 승합차, 수하물차량, 보안등관련차량)은‘에코드라이

빙지침’을지켜야한다.

1인당배출량(kgCO₂)=이동거리(km)÷연비(km/ℓ)×배출계수(kgCO₂/km)÷동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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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장사용계획

1) 행사장에서발생하는CO₂량계산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주로 냉방과 난방 부문이다. 냉방으로는 전기가 난방으로는 LNG, LPG, 등

유 등이 사용된다. 혹서·혹한기는 피하고 냉·난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행사를진행하면서지나치게높은온도에서진행하는경우가있는데, 그런행사를자제해야한다. 

방법1. 행사장계수를이용해계산하는방법

에코드라이빙지침

연비가높고사용용도에알맞은적정크기여야한다.

동선을효율적으로계획한다.

배기량테스트를받은차량을이용한다. 

운전자는차량을꼼꼼히점검한다. 

- 연료가도로위에새고있는지확인

- 타이어에바람이새지않는지확인

운전자는참가자들을기다리면서공회전을하지않아야한다.  

가능하면대체연료차량을이용한다(예: LPG/LNG, 가솔린/에탄올/전기하이브리드, 바이오디젤).

차량냉·난방온도를적정하게한다. 

행사장에너지사용에따른CO₂발생량(kgCO₂)15)

= 행사장계수×사용면적(㎡)×사용시간(hr)

-행사장계수= 에너지사용량에따른CO₂배출량÷건물면적

예) 행사장계수(kg CO₂/㎡×hr)16)

- 대규모전문행사장(ex. 코엑스): 0.2086

- 중규모행사장(ex. 교육문화회관): 0.0208

- 호텔규모행사장(ex. 임페리얼팰리스): 0.0568

- 공공기관: 0.1250 

15)에너지관리공단탄소중립프로그램참조
16)건물별 2005년도에너지사용량(가스,전력등)에기초하여에너지관리공단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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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부분별에너지소비량을합산해계산하는방법17)

전기사용으로인한CO₂발생량= 전기소비량(kWh)×0.424 kg/kWh(전기배출계수)18)

(1kWh 줄 을때CO₂0.424kgCO₂절감)

LNG 사용으로인한CO₂발생량= LNG소비량(Nm3)×2.24kgCO₂/Nm3(LNG배출계수)  

LPG 사용으로인한CO₂발생량= LPG소비량(kg)×3.61kgCO₂/kg(LPG배출계수)  

등유사용으로인한CO₂발생량= 등유소비량(kg)×3.05kgCO₂/kg(등유배출계수) 

17)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해외정보망참조
18)1년 단위로생산된발전량과 CO₂가나오는 1차에너지화석연료량에대한통계로배출계수를설정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기후변화협
약대응을위한중장기정책및전략수립에관한연구(2차년도) - 온실가스 인벤토리및통계작성체제개선방안 -”보고서(2005)에 제시된
값이0.424kgCO₂/kWh 이다.
19)W단위의용량을kWh로전환

2) CO₂발자국줄이기

실내행사에여름철 적정온도는 26~28도, 겨울철은 20도 이하이다.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도록권장

한다. 사용하지않을때조명및기타설비의전원을반드시끄고, 최대한자연빛을이용한다. 

5. 행사장물품계획

1) 행사장물품에서발생하는CO₂량계산

행사를진행하기위해서는다양한물품이필요하다. 특히전자제품(컴퓨터, 프린터, 엠프, 빔프로젝터)사용,

각종 물품(종이, 종이컵, 플라스틱 물병 등)사용에서 CO₂가 발생한다. 그러나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CO₂배출량을계산하는것은매우어렵다. CO₂배출계수도현재작성하는단계에있는데, 앞으

로물품사용으로발생하는CO₂량계산에관한정보는점점더많이축적될것으로보인다.

A. 전자제품

물품소비온실가스배출량(kgCO₂)=물품사용량(kg 또는piece)×물품별배출계수(kgCO₂/kg 또는piece)

-컴퓨터: 용량(W)×배출계수(0.424 kg/kWh)×사용시간(hr)÷100019)

-프린터: 용량(W)×배출계수(0.424 kg/kWh)×사용시간(hr)÷1000

-엠프: 용량(W)×배출계수(0.424 kg/kWh)×사용시간(hr)÷1000

-빔프로젝터: 용량(W)×배출계수(0.424 kg/kWh)×사용시간(hr)÷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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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물품항목에서의배출량은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제공하는국가LCI DB를이용한다.(http://www.klcidb.or.kr)
21)A4용지 배출계수; 환경부(2008). 10쪽, [붙임 2]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계수 참조. A4용지, 종이컵, 수돗물의 배출량 gCO₂를 kgCO₂로
통일하려면각수치를 1000으로나눠야한다.
22)종이컵 탄소배출계수, 출처:「과학동아」(http://www.dongascience.com) 2007년 11월호 과학동아는국내최초로종이컵한개를생산해
서사용하고소각할때까지발생하는CO₂양을계산했는데, 무게 5g짜리종이컵 1개는약 11g의CO₂를배출했다. 종이컵(5g/개) 1개의탄소
발자국은 종이컵 1개 생산에서 폐기(소각)까지 발생하는 CO₂량의 합으로 계산된다. 5.34g(펄프생산)+0.119g(펄프수입)+0.019g(펄프국내이
동)+0.759g(공장생산)+4.49(소각)=10.73g/개
23)수돗물배출계수; 환경부(2008). 10쪽, [붙임 2]온실가스배출원별배출계수참조.
24)폐기물배출계수; 환경부(2008). 10쪽, [붙임 2]온실가스배출원별배출계수참조.

B. 사무용품- 종이20)

C. 종이컵

D. 플라스틱

E. 수돗물

F. 폐기물

A4용지(gCO₂) = 종이장수(장) ×2.88 gCO₂/장21)

종이컵총CO₂배출량(gCO₂) = 종이컵수(5g 기준, 개)×11gCO₂/개(종이컵탄소배출계수)22)

플라스틱CO₂배출량(kgCO₂) = 플라스틱무게(kg) ×2.03kgCO₂/kg(플라스틱배출계수)

수돗물CO₂배출량(gCO₂) = 수돗물사용량(L) ×0.66 gCO₂/L23)

폐기물CO₂배출량(kgCO₂) = 폐기물무게(kg) ×0.34kgCO₂/kg(폐기물배출계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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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라벨링제도

상품의생산과소비과정에서발생한 CO₂에대한정보공개가활발해지고있다. 국 테스코매장에

서는 CO₂라벨이 붙은 감자칩과 오렌지주스를 판매한다. 감자칩은 원료 재배에서 가공, 유통까지

75g의이산화탄소를배출했고, 오렌지주스는 265g을배출했다. 상품구매에서가격못지않게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따져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 테스코는 이를 위해 해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막스&스펜서는 식료품에 운송수단을 표시하고 있다. 항공기로 운송한

딸기와포도에는항공기마크가붙어있는식이다. 탄소를많이배출해가며비행기로운반한것이니

구입할때생각하고선택하라는뜻이다. 옷에는 30°C의물로세탁을하자는표시가붙어있다. 일반

적으로따뜻한물에세탁하면때가잘빠진다는생각으로고온에빨래를하는데, 실제로는 30°C 정

도가가장적합하다고한다. 상품라벨링에도‘기후변화’를생각하는시대가도래했다. 

우편공사인‘로열메일’은심지어우편물의이산화탄소발생량을계산해준다. 개인이나기업이우편

물을보낼때발생하는이산화탄소량을계산해주고, 종이·포장지·잉크를통해이를줄일수있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로 우편을 보내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우편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이산화탄소를상쇄하면, 우편물에‘탄소중립’이란로고를새겨준다.

2) CO₂발자국줄이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발제자가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전원을켜두는경우가많다. 행사에서 CO₂발자국을줄이려면사용하지않

는전기제품의스위치를끄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 또행사장에서사용하

는 전자제품은 에너지 절약형이어야 한다. 컴퓨터 및 조명설비용 멀티탭을

설치하여대기전력낭비를예방한다. 

행사에필요한모든종이는재생가능에너지로사용한다.25)

회의 자료는홈페이지에사전게시하거나참가자들에게이메일로전송

25)녹색연합‘작은것이아름답다’는꾸준히재생용지사용캠페인을펼치고있다. http://www.green-pap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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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필요한모든물품들은최대한환경친화적인물품으로조달한다. 참가자들에게제공되는기념품은

가능하면해당지역에서재활용품으로생산(예: 재활용플라스틱으로만들어진머그잔이나물건보관용가

방등)한것으로,  내구성이강하며, 환경의중요성을전달할수있는최소포장제품을선택해야한다. 

하고, 회의와등록인쇄물은재생지를이용해양면출력한다.26)

회의장 안내판과 현수막은 재활용가능하거나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한다. 다른 행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내구성이강하며, 날짜를기입하지않거나플라스틱판을이용 자를지우고다시쓰는방식을활

용한다. 명찰을 사용할 때에도재생용지에인쇄해재활용가능한플라스틱명찰케이스에넣어서사용하

고, 회수해재활용한다. 명찰케이스를회수할수있도록미리공지하고, 회수처를곳곳에마련한다. 

26)브로셔, 핸드아웃, 세션노트는한정수량으로배포한다(예: 자료신청서를작성하게하거나, 우편발송혹은전자메일발송을위해명함을받
아둔다. 참가자들이슬라이드사본이필요할경우, PPT의경우한면에여러장이인쇄되도록한다. IT서비스를제공하여, 참가자들이메모리
스틱에해당사본을저장해갈수있도록USB포트등을마련한다).
27)프리젠테이션자료출력할때어두운배경은생략하고출력한다. [인쇄]-[컬러/회색조]를흑백으로설정한다.

에코프린팅지침27)

- 종이사용최소화, 서류간소화

- 종이절약형레이아웃: 자크기축소, 줄간격최소화, 여백최소화, 종이규격표준화

- 양면인쇄의무화(파워포인트출력시한면에2개~4개의슬라이드, 바탕화면흰색

- 경량종이사용, 재생지사용(무표백지, 무광택지등)

- 정확한수량을파악해서인쇄하거나요청이있을때인쇄

- 식물성잉크사용과컬러사용제한(컬러수가많을수록에너지소비량이증가)

- 이면지는모아서재활용(수거용기마련하고재활용)

- 팩스를인터넷으로전송

- 우편발행리스트를업데이트해불필요한메일줄임. 

- 봉투와종이대신엽서이용

- 전자메일리스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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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과정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줄이는것도중요하다. 우선구입할때재사용가능한제품을구입(예: 충

전지) 해야 한다.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의재활용프로그램을수립하고행사장관리팀과함께운

한다. 적정크기의재활용쓰레기통을눈에띄도록표시해적절한장소에편리하게배치한다.

6. 숙소계획

1) 숙소에서발생하는CO₂량계산

숙소에서는발생하는CO₂량계산을위해서는전력사용량과냉난방에사용된에너지량을계산한다. 국내

/국외 숙박시설의 실제 전력 사용 수집의 한계로 서울시 평균 가정 부문 전력 사용량(2005년 5월 기준,

총서울인구내외국인 10,297,004명)으로 1인 1일전력사용량2.777kWh를산정해적용할수있다.

숙소의경우단기간에에너지사용량에대한데이터를뽑는데에어려움이있지만부분별에너지소비량을합산해서구할수있다.28)

“바람이만든수건”

일본의 한 회사는 100% 풍력발전으로 수건을 생산해서“바람이 만든 수건”이라는 상표를 만들어

일본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 맥주를 생산할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임금의 일부를 포기

하고그린전력으로만든에너지를사용하는미국의회사도있다. ‘아베다’라는화장품회사도풍력

발전으로만제품을생산한다. 이제 제품을생산할때에도어떤에너지원을사용하는가가중요한시

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상품 이용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방의제 21에서도

‘녹색구매’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진흥원(http://www.koeco.or.kr/)’에서도

관련정보를구할수있다. 앞으로각종행사에서필요한친환경물품들을구매할수있는방법에대

한가이드라인도작성될필요가있다.

행사기간사용한객실CO₂배출량(kgCO₂)=하루객실1개당평균CO₂배출량×사용한객실수×머무른날짜수

전기사용으로인한CO₂발생량= 전기소비량(kWh)×0.424 kg/kWh(전기배출계수)29)

(1kWh 줄 을때CO₂0.424kgCO₂절감)

LNG 사용으로인한CO₂발생량= LNG소비량(Nm3)×2.24kgCO₂/Nm3(LNG배출계수)  

LPG 사용으로인한CO₂발생량= LPG소비량(kg)×3.61kgCO₂/kg(LPG배출계수)  

등유사용으로인한CO₂발생량= 등유소비량(kg)×3.05kgCO₂/kg(등유배출계수) 

28)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해외정보망참조
29)1년 단위로생산된발전량과 CO₂가나오는 1차에너지화석연료량에대한통계로배출계수를설정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기후변화협
약대응을위한중장기정책및전략수립에관한연구(2차년도) - 온실가스인벤토리및통계작성체제개선방안-”보고서(2005)에제시된값
이0.424kgCO2/kWh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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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CO₂배출량(g) = 먹을거리중량(t)×수송거리(km)×교통수단별운송배출계수

운송CO₂배출계수(1톤의화물을1km 수송할때나오는CO₂배출량)30)

: 트럭0.23 kgCO₂/ton·km, 항공1.05 kgCO₂/ton·km, 

기차0.0306 kgCO₂/ton·km

※먹을거리가이동될때발생하는CO₂를POCO라는단위로환산하여먹을거리와CO₂

배출량의관계를쉽게표현31)

30)원출처는 :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과해외정보망참조(환경부) 
31)조완형, [모심과살림포럼] 한살림, “지구온난화를넘어서”, 2008.1.7. 

POCO＝먹을거리의중량(t)×수송거리(km)×CO₂배출계수(g)÷100

2)CO₂발자국줄이기

회의참가자들을위해숙박이필요할경우다음사항을활용한다. 먼저 해당 숙소가 친환경정책을실행하

는지를확인한다. 가능하면친환경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준수하는곳을숙소로선택하는것이좋다. 호

텔은회의장근처로예약한다.  

세탁에소요되는에너지와물사용량을절감하기위해투숙 2일째사용하는침대시트와수건을투숙객

들이 요청할 때에 교체할 수있도록합의한다. 일본 도쿄의 한 호텔은 투숙객들이매일 침대시트와수건

을교체하지않으면, 현금으로돌려주는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참가자들에게호텔에서CO₂발생을줄일수있는방법을안내한다. 물절약표시등여러가지방법을통

해투숙객들이물절약에동참할수있도록한다. 호텔 내에 1회용품을사용하는곳이있으면, 최대한사

용하지않을수있도록준비한다. 투숙객들에게이용하지않는조명장치의전원을끄도록공지한다.

7. 식품계획

1) 식품CO₂량계산

식품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

다. 우리나라에서는‘한살림’이운 하는‘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푸드마일리지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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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환경과운수」의조사보고서(일본운수경제연구센타, '97)에따르면화물수송의경우, 1톤 1km운반시이산화탄소발생량을보면자가용소형
트럭 0.176(kg/t km), 항공 1.474(kg/t km), 해운 0.04767(kg/t km), 철도는 0.022(g/t km)이다. 본 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화물운송수단
별이산화탄소배출에대한자료가미흡하여최근자료인일본국토교통성배출계수를활용하 다. 앞으로푸드마일로인한환경 향평가를
위해신뢰성있는이산화탄소배출계수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33)Google Earth 프로그램을이용하여, 간선항로및선박운송항로를고려하여거리를측정하 다. 각 나라별대표항구는목록에해당하
는주요수출항를나타낸다.

ton·km당이산화탄소배출량(kg) ton·km당에너지소비량(Kcal)

철도 0.02(1) 497(1)

해운 0.04(2) 549(1.1)

자동차 0.35(17.5) 2,879(5.8)

항공기 1.51(75.5) 11,018(22.2)

수송수단별CO2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비교(일본국토교통성자료)32)

출처) 國土交通省『數字でみる鐵道』2003, pp.246~247참고

각나라별거리33) (외국수입항-인천항) 및수입품목
출처) 강완모외, <기후변화와푸드마일>, 서울대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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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₂발자국줄이기

식품에서 CO₂발자국을줄이려면푸드마일리지를줄이는것이중요하다. 식품 생산지와소비자가가까우

면가까울수록마일리지가낮아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식료품을운반하는데사용되는에너지가많아

진다. 항공을 이용하지않는지역에서생산한식재료와음료를구입(예: 행사장이 제주도일경우, 삼다수,

제주귤와인, 제주감귤쥬스등)하고, 유기농식재료를구입해야한다. 

곡물이나채소를기르는것보다육류용가축을기르는데보다많은에너지, 물등이소요되기때문에채식

메뉴를제공한다. 가축사육에의해세계적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량은전체의 18%에달한다. 1년에 5천8백

“푸드마일리지”

<농부철학자 피에르 라비>는 스페인과 독일을 잇는 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로 맞은편도로에서달려오던두대의트럭이정면충돌했다. 충돌의 충격에싣고있던짐이고속

도로바닥에쏟아졌는데, 놀랍게도두트럭이똑같이토마토를싣고있었다. 어쩌다이런일이발생

한것일까. 스페인과독일두나라가토마토를생산할수있다면굳이국경을넘나들필요없이생

산한곳에서소비하면될텐데말이다. 바로가격경쟁때문이다. 10원이라도싼가격을찾아식품은

먼거리를여행한다. 

호주다윈에서수입한쇠고기는 6,023km를배로이동해서는트럭에실려 대형할인마트로옮겨지

고, 사람들은자동차를끌고마트에가서쇠고기를산다. 이 모든과정에서이산화탄소가발생한다.

이렇게구입한쇠고기로불고기요리를하면서 5,371km를이동한인도네시아후추와 594km를이

동한중국산고춧가루를사용한다면어떻게될까? 우리식탁에올라오는음식재료와조미료가이동

한거리를다합하면지구를한바퀴돌게될지도모른다.  

이럴 때기후변화를생각하는소비자들은로컬푸드와파머스마켓을활용한다. 미국 뉴욕주에선수

확철인 9월 한 달만이라도 100마일(161㎞) 이내에서 생산된 것만 먹자는‘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을 벌이고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

머스마켓은지역의농부가생산한농산물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시장이다. 농부들은유통비

용을지불하지않고, 안정적인판매처를확보해서좋고, 소비자들은신선하고품질이좋은농산물을

싼가격에구입할수있어서좋다. 지금광주와목포, 여수,

순천, 광양에서파머스마켓을운 하고있다. 

현대의 농업은‘석유농업’이라고 한다. 비료, 농약, 농기계

등농사를짓는데석유가많이쓰이는것이다. 그래서비닐

하우스에서 재배되지 않는 제철식품, 비료나 농약을 덜 사

용한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있다. 과도하게포장한식품이나플라스틱병에든생수

사용을줄이는것도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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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톤의고기를생산하기위해매년7천7백만톤의식량을먹이고있는데, 1천9백만톤의식량만있어도굶

주리는사람들에게식량을제공할수있다. 열대우림이가축을기르기위한목초지로바뀌고있으며, 육류의

생산과소비과정까지필요한냉장에너지까지포함하면발생하는온실가스량은매우크다할수있다. 

식음료서비스에서CO₂발자국을줄이는중요한방법은일회용용기와개별포장제품(예: 설탕, 크림)을사

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와 물 사용을줄이는 것도중요하다. 가능

하면, 음식쓰레기를모아서퇴비화하거나가축용사료로제공하고, 남은음식은지역보건당국이허용하는

자선단체에기부한다. 

쓰레기를 줄이기위하여 식음료담당자가참가자들의정확한인원수를파악하도록한다. 행사가 며칠 동

안진행되기때문에식음료의적정량을재확인하는것이쓰레기를최소화하는데유용하다. 음료수는개별

포장되지않은대용량으로제공한다. 커피. 크림, 설탕등은대용량으로구입하고개별포장사용을피한다.

참가자들에게개인용컵을지참하도록하거나재사용가능한컵을제공한다. 모든용기, 수저및나이프와

포크, 린넨은 재사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종이냅킨, 종이 테이블보, 플라

스틱수저및나이프와포크등을사용하지않는다). 플라스틱빨대, 플라스틱커피젓개등불필요한 1회

용품사용을피한다. 1회용용기와조미료(예: 우유, 크림, 설탕, 버터, 케찹, 식초, 머스타드, 잼, 소금, 후추,

아침식사용씨리얼등) 사용을피한다. 

“온실가스를줄이는채식”

전세계에는소가몇마리나있을까? 답은 13억마리이다. 세계인구 5명당소가한마리씩있는셈

이다. 보통소는하루에트림을하면서 280리터의메탄가스를방출한다. 메탄가스는온실가스중에

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양이 많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 이산화탄소의 24배나 되기 때

문에배출량이적어도지구온난화에미치는 향은크다. 이렇게 13억 마리의소가연간 1억 톤의

메탄을만들어내다보니소의트림이지구온난화의원인이라는말도틀린말이아니다. 축산업이주

요산업인호주에서는‘온실가스배출원목록’에가축분포지도를포함하고있다. 

2006년 UN이발표한“가축의긴그림자 : Livestock's Long Shadow”라는보고서는축산업이전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18%를차지해자동차에서배출하는 14%보다더큰 향을미친다고밝혔

다. 목축과 콩, 옥수수, 보리와 같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숲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 농지의

70%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개간된다. 454kg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같은 양의 두부 같은

식물성단백질보다 8배나많은에너지가필요하다. 이렇게보면아무런연결고리가없는것처럼보

이지만육식을줄이는것도지구온난화를막는방법중에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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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저탄소행사기획자’는행사종료후, 보고서형태로행사중CO₂발자국줄이기목표와성과에대해발표

한다. 또한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참가자들에게 발송한다. CO₂감축사업을 진행한

후총배출량, 역별배출량, 기준사례와감축목표당성여부비교에대해평가를하고, 참여자의의견을

듣는다. 이과정에서행사에참여하는사람이자신이아이디어를내어탄소를줄이는방식을실천한경우

성과를공유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지구온도를내리는탄소중립행사

CO₂발자국줄이기
적용사례

1. 화제

2. 콘서트

3. 워크숍

4. 국제회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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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34)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는제5회서울환경 화제를‘CO₂ZERO’행사로치르기로선언하 다. 화제에서

배출된 CO₂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량을 측정해서 상쇄하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조로 기후변화

센터가 개발한 산정 방법을 적용했는데, 2007년 1월 1일~2007년 6월 30일을 탄소회계년도로 잡았다.

종이이외의자원은정확한측정이어려워배제했다. 

Part. 03
CO₂발자국줄이기
적용사례

지구온도를내리는탄소중립행사

34)‘제4회서울환경 화제 CO₂ZERO 선언보고서’는기후변화센터와에너지관리공단이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조사지원및컨설팅을담
당하고 (주)에코아이에서프로젝트를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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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CO₂ZERO’행사를위해진행한프로그램

❷계산방법

CO₂배출량산정은자원사용에따른CO₂배출계수(단위배출량)를적용해계산했다. 사전회의를거쳐

산정범위(시간, 부문)와자료수집담당자를결정하고, 자료수집을통해, 최종배출량을산정하 다. 산정

에필요한배출계수및단위배출량은에너지관리공단과UN IPCC 및기타연구기관의자료를참고로하

으며, 온실가스를줄이는사업에필요한비용은국제CER 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 다. 

1. CO₂ZERO 팀운

2. 출품과정에오프라인활동을최소화하고온라인적극활용

3. 에너지효율이높은LCD 스크린사용

4. 재활용적극유도 (현수막장바구니제작퍼포먼스등) 

5. 금지, 제한, 권장품목설정

사용금지품목-종이컵, 나무젓가락

사용제한품목-출력물, 테이프, 휴지, 비닐봉지, 판매용생수병, 1회용커피믹스, 캔음료

사용권장품목-개인물통및머그, 장바구니, 절전형멀티탭, 고효율전구, 각종친환경제품

6. 인쇄물최소화(종이낭비최소판형으로제작, 재생지와재고종이사용, 콩기름인쇄등) 

7. 지역생산유기농음식적극사용

8. 분리수거철저

9. 극장냉방온도올리기

산정대상 배제부문

연료사용 항공 공항과행사장사이의지상교통수단이용

필름수송 공항과최종도착지사이의교통수단이용

서울환경 화제차량

전력사용 사무실운 1. 근무시간외근무에따른전력사용

2. 화제자원활동가의전력사용

3. 온수및난방에따른에너지사용

야외행사 상암동행사장으로부터공급받은전력사용

실내행사(상 관) 난방ㆍ온수사용에따른에너지사용

숙박 난방ㆍ온수사용에따른에너지사용

인쇄홍보물

자원사용 종이사용(A4) A4 이외종이사용

플라스틱자원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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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산정방법 산정방법론출처

연료사용 항공 이동거리×거리당배출량 에너지관리공단

필름수송 이동거리×거리당배출량 IPCC Aviation 

차량 이동거리×거리당배출계수(연료별,배기량) 에너지관리공단

전력사용 사무실운 재단 1인 1일전력사용량×근무시간 에너지관리공단

야외행사 발전차전력사용량×사용시간×배출계수 에너지관리공단

실내행사 전력사용량×배출계수 에너지관리공단

숙박 숙박일×1인 1일전력사용량(생활)×배출계수 에너지관리공단

인쇄물 (인쇄물크기×인쇄물수량×인쇄전력배출계수)+(인쇄물크기 국환경부

×인쇄물수량×인쇄배출계수_생산)+(인쇄물크기×인쇄물수량 Ekonò

×배출계수_폐기) 유럽집행위원회

※종이의생산및폐기단계배출량포함

자원사용 종이(A4)  (인쇄물크기×인쇄물수량×인쇄배출계수_생산)+(인쇄물크기 국환경부

×인쇄물수량×배출계수_폐기) Ekono

※사무용종이사용 유럽집행위원회

부문 배출량 비중(%)

연료(화석연료) 항공(게스트, 직원) 53.2 84.6

지상운송수단이용 1.1 1.7

화물(필름운송) 2.2 3.5

전력 사무실운 0.8 1.3

야외행사 0.2 0.4

실내행사( 화상 ) 1.1 1.7

숙박시설이용(게스트, 직원) 0.15 0.2

홍보물(인쇄물) 4 6.3

자원 종이 0.207 0.3

총배출량 (tonCO2) 62.957 100

축구공 (개당 11g) 6,295,700개

❸총배출량35)

서울환경 화제는산정해당기간및범위에서약 62.9톤의 CO₂를배출하 다. 1개에 11g인축구공의개

수로 환산하면 무려 6,295,700개에 달한다. 항공 교통수단의 이용으로 약 5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두 번째 배출부문은인쇄홍보물부문으로약 4톤의 온실가스를배출하

다. 2008년 12월분 유럽 배출권 가격인 23.79유로를 기준으로 탄소상쇄비용은 약 1,498유로(한화 약

2,350,000원)에달했다(2008년 4월 8일기준). 

35)서울환경 화제홈페이지(www.gffis.org/)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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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Live Earth Concert36)(‘살아있는지구’콘서트)

2007년 7월 7일 뉴욕, 런던, 시드니, 도쿄, 샹하이, 리오데자네이로, 요하네스버그, 함부르크에서는 150

팀이상의뮤지션들과약 20억의팬들이 24시간동안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해함께하는콘서트가열

렸다. 이 콘서트를현장에서, 라디오및 TV, 인터넷으로함께한팬들은구체적인생활패턴의변화를약속

하는‘살아있는지구서약’에서명했다. 이콘서트는향후라이브콘서트산업계에서도입가능한틀을만

들기위해‘06년시작단계에서부터다섯가지전략아래기획되었다. 

-기획단계부터예상자원및에너지사용량계산

-확실한목표설정및목표달성전략수립

-가능한한불필요한자원및에너지사용배제

-재생불가능에너지원을환경에 향이적은재생가능에너지로대체, 폐기물재활용

-불가피한에너지사용을상쇄하기위해재생가능에너지발전에투자

그리고 평가와 감축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콘서트로 인한 탄소배출량 계산을 8개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운 에관련된상연팀, 공연장운 팀, 방송팀, 공연뮤지션, 설치팀등이행사본부와계약동의의

여부에따라절충하 고, 관객들의배출량도포함시켰다.

행사준비단계에서일간지 Daily Mail은 이 공연의전체탄소발자국(관객교통이용포함)을 31,500톤, 폐

기물발생량1,025톤으로예상하 다.

2007년 6월에 공연 본부에서 계산한 예상 탄소발생량은 모든 감축전략이 실행되었을 경우를 전제 하에

18,526톤이었다.

공연기획본부는관련스텝들에게조직적으로감축계획을교육하고, 참여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를부여하

다.

각 도시에서열린콘서트에서는현지에서생산되는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바이오디젤등지역재생가

능에너지를이용하거나재생가능에너지인증크레딧을이용하여공급하 다.

36)Live Earth(2007), Live Earth Carbon Assessment & Footpri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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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의공연준비기간과공연기간동안 19,708tons의 탄소가배출되었는데관객들의교통부문을제외

하고는많은언론에서예측했던각부문의배출량을훨씬밑도는수치일뿐만아니라 Daily Mail이 예측

한 것보다 약 40% 낮은 수치 다. 또한, 폐기물은 예상 발생량의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 중

81%는매립대신퇴비화혹은재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약86%)이 백만이 넘는 관객들로 인한 것이

다. 이것을감안하여콘서트티켓과대중교통이용권을통합시키고카풀조직을인터넷과포스터로미리홍

보하 다. 실제 샹하이와도쿄에서는관객 3/4 이상이대중교통을이용하 으며시외곽에위치한뉴욕의

주공연장까지도 23%가 대중교통을 이용하 다.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은 요하네스버그의 경우 3인 이

상 카풀을하여 주최측이 인센티브를부여하 다. 공연 뮤지션들의이동을위해서는 스폰서인스마트카

가 바이오디젤용고급승용차를제공하 다. 공연 기획단계에서각 도시의공연을준비하기위해 상회

의를시도하 으나실제로커뮤니케이션에많은문제가있었다. 공연자들의항공교통이용을줄이기위해

이미 투어콘서트에 오른 뮤지션들과 각 공연장에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 섭외하 다. 항공을

이용한뮤지션들도기존의항공서비스를이용하고전세기를이용한사례는 1%에지나지않았다. 

에너지절약으로감축된탄소발생량외에불가피한부분은탄소상쇄크레딧을구입하여상쇄하 다.

2003년& 200637)년Radiohead(라디오헤드) 북미투어콘서트

세계적인락밴드라이오헤드는향후투어콘서트로인한환경 향을줄이기위해 2003년과 2006년북미

투어콘서트의생태및탄소발자국계산을유럽의컨설팅회사에의뢰하 다.

두 투어 콘서트의주요 탄소배출량은관람객의이동으로인한것이다. 보통 북미에서 이들의야외공연에

약 2십5만명, 실내공연에약 7만명이탄소배출량이많은미국산차를타고몰려든다는것을감안하면놀

라운일은아니다.

밴드 구성원들의탄소배출원은주로 미국국내및해외항공교통의이용이다. 실내공연으로인한 배출량

의 35%가 전세항공기이용으로인한것이다. 미국 내 기차 이동은밴드의전체탄소발생량을 26%(전세

기이용을제외할경우, 33%)까지줄일수있으며, 악기및기타설비수화물을트럭대신기차로운송할

경우배출량의약 20%를 줄일 수있다. 또한 항공운송대신에선박운송을선택할경우, 47톤의 탄소배

출량을감축할수있으며이는밴드의이산화탄소발생량의 15%를줄일수있다는뜻이다. 

37)Best Foot Forward Ltd.(2007), Ecological Footprint & Carbon Audit of Radiohead North American Tours, 2003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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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라디오헤드는팬들의행동에변화를유도하여전체탄소배출량을줄일수도있다. 단기에가장효

과적으로관람객들의탄소배출량을줄일수있는방법은공연장까지차량을이용할경우2인이상카풀을

의무화하는것인데이로인해약 10-20%까지배출량을감축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카풀관람객들에

게주차권할인, 우선주차, 무료셔틀버스이용권제공등의혜택을줘야한다. 미국의대중교통시스템은

시외곽까지손쉽게연결되지않은약점이있기때문에, 대규모 주차공간이있는대학캠퍼스등에서부터

공연장까지셔틀버스를배치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단독 투어 콘서트 보다 여러밴드들과팬들이함께하는시즌별페스티벌에서여러차

례공연을갖는것이여러밴드들이음향및조명설비를공유할수있다는점이나다수관람객들의장거

리이동을줄일수있다는측면에서공연으로인한밴드별환경 향이적을것이라고하 다.

밴드가 미국 내에서 이동함으로써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은 전용 트럭이나 버스보다 기차를 이용할 때 약

95%까지 줄일 수 있으며, 밴드 이동용으로 전용버스를 이용하고 수화물용으로 기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80%까지줄일수있다.

워크숍38)

‘농업분야와기후변화대응’이라는워크숍이개최되었다. 워크숍이열리는 3일동안사용될전력사용량은

20,000kWh이다. 총 예상참가자는 25,000명으로평균왕복거리 30km이다. 참석대상자설문조사결과

지하철 이용 60%, 버스 25%, 자가용 15%로 나타났다. 인쇄물로 A4 20매인 2만권을 인쇄할 예정이며,

폐기물발생량은모두3톤 (70% 재활용)으로예상된다. 

<저탄소행사기획순서>

❶단계 : 탄소배출저감에대한고려없이평소와마찬가지로행사를진행했을때발생할CO₂배출량을계산한다. 

- 전시장전력사용

20,000kwh × 0.424kgCO₂/kwh = 8,480kgCO₂

- 인쇄물제작

20,000권× 20장/권× 2.88gCO₂/장 = 1,152kgCO₂

- 관람객이동

지하철 : 25,000인×0.6 × 30km × 1.53gCO₂/인.km = 688.5kgCO₂

버스 : 25,000인× 0.25 × 30km × 27.7gCO₂/인.km = 5,193.8kgCO₂

자가용 : 25,000인×0.15 × 30km × 210gCO₂/인.km = 23,625kgCO₂

- 폐기물처리

3,000kg × 0.3 × 0.34kgCO₂/kg = 306kgCO₂

총이산화탄소배출량= 39,245 kgCO2

38)환경부(2008) 12쪽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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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₂배출에대한고려없이행사를진행했을때, 발생하는CO₂량은39,245 kgCO₂이다. 

❷ 단계 : ‘저탄소기획회의’를통해어떤부분에서 CO₂를줄일수있는지에대해방법을고민하고저감

할 수 있는 CO₂을 계산한다. 관람객의 자가용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관람객의

90%가지하철을이용한다. 자료집을사전에홈페이지에공개하고 1만권만인쇄(총 1만권절약)한다.

저탄소 기획행사를 계획하고 실천했을 때, 발생하는 CO₂량은 26,145kgCO2이다. 저탄소 행사를 기획하

고실행하는것만으로 13,100kgCO₂를줄일수있는것이다. 

❸단계 : ‘저탄소기획회의’를통해결정된CO₂저감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 

❹ 단계 : 실제 행사가끝나고발생한 CO₂을 계산해보고, 무엇이 성공과실패요인이었는지를분석하고,

참가자들에게알린다. 

❺단계 : 저탄소행사가성공을거둬서워크샵26,145kgCO₂가발생했다고가정하자. 이렇게발생한CO₂

를나무로심어서상쇄한다. 소나무한그루는 111kg CO₂를상쇄할수있다. 따라서소나무 235그루를심

으면, ‘농업분야와기후변화대응’이라는워크숍은‘탄소상쇄’행사가된다. 

- 전시장전력사용

20,000kwh × 0.424kgCO₂/kwh = 8,480kgCO₂

- 인쇄물제작

10,000권× 20장/권× 2.88gCO₂/장 = 576kgCO₂

- 관람객이동

지하철 : 25,000인×0.9 × 30km × 1.53gCO₂/인.km = 1,033kgCO₂

자가용 : 25,000인×0.1 × 30km × 210gCO₂/인.km = 15,750kgCO₂

- 폐기물처리

3,000kg × 0.3 × 0.34kgCO₂/kg = 306kgCO₂

총이산화탄소배출량= 26,145kgCO2

26,145kgCO2÷111kgCO2 = 235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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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기후변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각종국제회의와워크숍이열리고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국제회의

일수록해외 참가자들에게발표시간이짧게주어지고, 충분한 교류와 토론이진행되지도못한채서둘러

회의를 끝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때‘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를먼저검토해보는것이필요하다. 먼거리이동을최대한줄이고, 원하는정보를서로얻을수있다면, 꼭

국제회의라는형식을고집하지않아도된다.  

지방의제 21인‘ 국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현황과전망’이라는국제회의를준비하면서, 의제에서개최하

는 국제회의로서는 처음으로‘화상 국제회의’를 준비하 다. 국에서 초청할 예정자는 런던시 기후변화

담당자, 저탄소주택베드제드기획자, 탄소시장전문가 3명이며, 화상회의이기때문에회의시스템을준

비하는데꼼꼼한주의를기울 다. 

일반행사 저탄소행사

국런던3인초청 화상국제회의진행

항공거리(km) × 0.152859 kgCO₂/km 화상국제회의를진행하게되면, 항공기를이용하지않는것만으로도

(항공배출계수)= 항공부문CO₂배출량(kgCO₂) 8,342 kgCO₂/km의이산화탄소를줄일수있다. 

런던 9,096×2회(왕복)×3인×0.152859 kgCO₂/km

= 8,342 kgCO₂/km

저탄소행사‘우수사례’공모전

의제 21에서진행하는수많은행사를‘행사 CO₂발자국줄이기’를토대로진행하고우수사례를공

모해볼수있다. 이렇게하면다양한행사에서다양한‘CO₂발자국줄이기’아이디어를모아낼수

가있다. 





지구온도를내리는탄소중립행사

행사에서중립방법
발자국줄이기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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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CO₂중립방법

지구온도를내리는탄소중립행사

우리의매일매일일상생활이 CO₂를배출하는일의연속이다. 아무리 CO₂발자국을줄인다해도배출할

수밖에 없는 절대량이 있다. 따라서 이미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화폐 단위로 환산(CDM사업 감축실적

CERs의 현 거래가격 적용, 2008년) 하고, 이를 나무를 심거나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

쇄할수있다. 이를 CO₂중립이라고한다. 

국내사례
❶숲조성

안산시는환경생태도시선언식을하면서‘탄소를잡아라’행사를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치르고, 행사에서

발생하는CO₂6.2톤에상응하는나무를심어‘탄소중립숲’을조성한다. ‘탄소중립숲’이조성되면그자체

로교육의효과가있다. 탄소중립 숲, 쌈지 숲, 탄소제로 학교등나무를심어서 CO₂를 저감하는다양한

방법이있다. 기금을모아서나무를심는일을지원할수도있다. 환경재단은‘기후변화방지를위한북한

나무심기’사업을시작했는데, 북한은헐벗은산림으로인해기후변화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다. 북한 민둥산에 잣나무 1그루를 심으려면 3달러가 필요하다. 10만원을 모

으면북한에25그루의잣나무를심을수있다. 

CO₂평균배출량

가정및수송(승용차) 부문 1가구당온실가스배출량연평균5.25 tCO₂배출

행사부문기후변화대책WEEK 행사 (외부행사 2회, 세미나 6회) 약 3 tCO₂배출

지자체특화된행사 (ex. 벚꽃축제, 2일외부행사) 약 5 tCO₂배출

항공부문A 기업 : 해외출장(300명)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약 1,000 tCO₂배출

기업(건물)부문사무실내전력, 난방사용에따른연간배출량약~ 20,000 tCO₂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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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에너지관리공단‘탄소중립프로그램(http://zeroco2.kemco.or.kr/)’

홈페이지를통해가정, 승용차, 항공, 행사에 따른 CO₂발생량을산정한후상쇄시키고자하는 CO₂량과

상쇄실천방안을선택하여참여의향서를작성후제출하면된다. 

국외사례
Clean Air-Cool Planet(www.cleanair-coolplanet.org)에 따르면, 비행기로 2,000마일을 이동하는 경

우, CO₂1,000톤이배출된다고한다. CO₂1,000톤은산림벌채로훼손된열대우림 1에이커보호활동이나

600kw 풍력발전기한대를 1년동안작동시키는것으로상쇄될수있다. 선진국에서는이미탄소배출량

감축시장이점차커져가고있다. 여기에탄소중립행사를진행하기위한시장또한빼놓을수없다. 관련

업계는몇가지형태로구분된다.

❶ 행사로인한탄소배출량계산, 예측, 배출량, 감축방안계획등탄소중립행사기획총괄사업(배출량측

정, 감축량설정, 직접적감축계획및간접적감축계획제시및실행, 평가)

예)Meet Green  컨퍼런스용탄소계산기250$ (https://www.meetgreen.com)

Carbon Planet (http://www.cabonplanet.com)

Sustainable Event (http://sustainableevent.com)

❷ 행사로인한탄소배출량이여러가지프로그램을통해서감축혹은탄소중립되었음을증명하는인증

사업. 행사주최자가행사로인한탄소배출량(행사장에너지사용, 행사장까지의이동, 숙박, 케이터링등으

로인한배출량)을측정하고, 감축하고, 상쇄할수있도록도와주며, 해당행사의배출량감축과상쇄수준

을인증한다.

예) Leonardo Academy's Cleaner and Greener Program                                

(http://www.cleanerandgreener.org/eventcertification)

The Gold Standard Foundation (http://www.cdmgoldstandard.org)

Green-e (http://www.green-e.org)

❸ 행사로인한탄소배출량을감축시키기위한온라인화상회의사업 : 원거리출장때문에발생하는CO₂

에너지관리공단탄소중립상쇄비용(http://zeroco2.kemco.or.kr)

탄소흡수원상쇄비용50,000원/ tCO₂

- 잣나무묘목을 1ha(100m X 100m) 40년키울때소요되는비용

- 잣나무약600그루(0.2ha조성)를 40년키우면연간 1tCO₂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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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줄일수있는온라인회의서비스를제공하고시간과비용을줄인다. 

예) Webex(http://www.webex.com) 월 $39로 무한정온라인회의서비스, 33센트/분으로사용한시간

만큼지불하는온라인회의서비스제공 ; Carbon Fund와파트너쉽

❹행사로인한배출량상쇄프로그램제공사업 : 각부분을따로사업화하기도하지만대부분전과정을총괄한다.

예) 탄소상쇄(carbon offset)비용(출처: http://www.ecobusinesslinks.com)

Atmos Clear $3.9639) X 메탄 X 자동차, 가정 Environmental Resources Trust

Climate Club USA -$25.00

Carbonfund.org $4.3040)-5.50 O 재생가능에너지, O 가정, 자동차, 대기, Environmental Resources Trust, 

USA 에너지효율성, 산림복원 행사, 비지니스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s, Chicago

Climate Exchange, UNFCCC JI

e-BlueHorizons $5.00 X 재생가능에너지, X 가정, 자동차, 대기 Chicago Climate Exchange, 

USA 산림복원 Environmental Resources Trust

Eco2Pass $5.62-6.25 X 재생가능에너지, X 가정, 자동차, 대기 Chicago climate Exchange

USA 산림복원

DriveNeutral.org $6.93이상 O 에너지효율 X 자동차 Chicago climate Exchange

USA

DrivingGreen $8.00 X 재생가능에너지 X 자동차, 대기, 행사 SES

Ireland

Terrapass $10.91 X 재생가능에너지, X 자동차, 가정, Chicago Climate Exchange,

USA 메탄 대기,행사, 비지니스 Center for Resource Solutions,

Gold Standard, Voluntary

Carbon Standard

The Carbon Neutral $12.64 X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 O 자동차, 대기, 행사, CDM Gold Standard, Edinburgh

Company UK 산림복원, 메탄 비즈니스, 배달등 Centre for Carbon Management,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UNFCCC JI, Pricewaterhouse Coopers

Standard Carbon $15.00 X 재생가능에너지, X 자동차, 대기, 해양, Chicago Climate Exchange

USA 에너지효율 행사, 선거운동

Clearner Climate $15.00-18.00 O 재생가능에너지, X 자동차, 대기, 가정, CDM Gold Standard

UK, AUS 에너지효율 비지니스

Sustainable $15.25 O 재생가능에너지 X 대기, 자동차, 가정, 호텔 See Myclimate

Travel International

US, Switzerland

탄소상쇄프로그램 가격 리성 프로젝트유형 선택성상쇄유형 인증기관
제공기관 (US$/Metric ton CO2)

39)Atmos Clear-Low price for 25 ton option at $99 
40)Carbonfund.org-Low price for Zerocarbon tags option: 18ton + 5ton match, pay $99 for $23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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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Friendly $16.00-19.00 X 재생가능에너지 X 가정, 자동차, 대기, Office of the Renewable Energy

AUS 비지니스 Regulator, NSW Government, 

Uncook the Planet $19.45 X 에너지효율 X 대기, 자동차, 가정, Greenhouse Gas Abatement

AUS 비지니스 S초듣Project

Myclimate  $33.00-99.00 O 재생가능에너지 O 대기, 행사, 비지니스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Switzerland

Carbon Passport Ł6.90(~$33.52) X 재생가능에너지, X 가정, 대기, 자동차, CDM

UK 메탄 비지니스

Clear UK Ł7.95(~$35.60) X CDM offset  X 자동차, 대기, 가정, CDM

프로젝트에따라다양 통근, 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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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상쇄의기후변화저감효과에대해서는아직까지논란이많다. 그렇기 때문에탄소상쇄의전제조건은

1차배출장소에서탄소배출량을감축하는데에있다. 그리고재사용, 재활용등최대한의노력을통해서도

감축할수없는배출량에대해탄소상쇄방법을택할수있다. 차량이동, 항공이동, 냉·난방등의여러가

지인간활동들은CO₂배출량으로계산할수있다. 그러나CO₂중립행사에도다음과같은한계와보완해

야할점이있다. 

CO₂배출량산정의한계
행사를치르면서발생하는모든온실가스배출량을정확하게산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배출원을분류하

는것도힘들고산정방법이없는경우, 또 관련데이터를얻을수없는경우도많이있다. 특정기간동안

의전력사용량을계산하는것은외부자료를시간단위로나눠서받아야하기때문에쉽지가않다. 하지만

CO₂배출산정을통하여최소한의배출량을파악할수있으며, CO₂를 줄이는활동에필요한근거자료

로서활용될수있다. 무엇보다행사참여자들에게‘실천의중요성’을알리는교육의기회로활용할수있

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산정을위한준비작업, 전담인력배치
CO₂배출산정자료를미리알아내기위해서는숙박시설이나공연시설섭외단계에서시설의에너지사

용자료공개를요청해야한다. 한국에서이런자료를공개하는것이익숙지않으므로, 실시초기에는상당

부분어려움을겪을것을각오해야한다. 특히개인이차량을운행할경우이것을표시할수있는스티커

나물품을미리나눠주고수거하는방법도고민해야한다. 

행사물품CO₂발생량계산보완필요
행사기간 동안 활동에서 상당량의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펜, 현수막, 배너, 카트리지) 제품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량이 정확하게집계가되지 않는다. 물품의 꼼꼼한 관리가필요하다. 미리 물품 사용

Part. 05
CO₂중립행사의
의미와한계

지구온도를내리는탄소중립행사



표를 만들어두면, 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산하기에도 쉽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필요 이상의 자원

투입을제한할필요가있다.

교육과인식증진활용대책필요
실제로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CO₂ZERO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실천이중요하다. 

“환경운동가들중아무도그들이다른사람들에게강요하고있는방식대로살고있다고자신있게말할

수없을것이다. 나를포함해대부분의환경운동가들은위선자들이기때문이다. 이전의다른대중저항

운동들과달리기후변화대응운동은풍요가아니라내핍을위한운동이다. 더많은자유가아니라더적

은자유를위한운동이다. 가장이상한것은다른사람들에대항하는것일뿐만아니라자신에게대항하

는운동이라는사실이다.”- 조지몬비오, CO₂와의위험한동거, 314쪽-

일본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평균이산화탄소발생량을 6%감축해야한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

‘팀 마이너스 6%’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시민 개개인이 하나의‘팀’처럼 온실가스를 줄여, 1990년 대비

6% 감축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팀 마이너스 6%’캠페인에는 현재 220만 명의 개인과 2만여 개의

단체가참가하고있다. 지난해부터는‘111운동’이확산되고있다. 한사람(1)이 하루(1)에 이산화탄소 1kg(1)

을 줄이자는운동이다. 쉽고재미있게만든홈페이지를통해 38가지실천방법을제시하고, 참여자가마음

에 드는 항목을 골라‘도전 선언카드’를 출력하고 실천에 나선다. 냉방을 줄이는‘도전’을 한다면, 참여

자가하루한시간냉방을줄이면26g의이산화탄소를줄일수있다는사실을알려준다. 

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CO₂를돈으로상쇄하는카본오프셋프로그램도자리를잡아가고있다. 이프로그

램에참여하고있는개인은 6만명, 기업은 70개이다. 자신들이배출한CO₂만큼의비용을자발적으로개

도국의친환경사업에투자하는방식인데, 회원들은돈으로상쇄해얻은 CO₂배출권(크레디트)을 일본정

부에전달하고있다. 

일본의실천사례처럼, 우리도 CO₂를줄이는‘실천프로그램’을만들고직접실행해야한다. “행사 CO₂

발자국줄이기가이드북”이말그대로실행의지침이되기를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과 경제, 삶의 양식 전반에 대한 반성이다. 처절한

반성과자신을돌아봄속에서만기후변화에맞서싸울수있는의지와전략을세울수있다는점을마음

에새겨야한다. 그런 반성은결국교육과실천에서부터시작된다. 우리가지금아무것도하지않으면금

세기말까지지구의온도가최대6도가상승한다. 0.74도의변화를지켜본우리로써는지구의온도가6도

가오른다는것은상상조차하기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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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ㆍ탄소발자국계산홈페이지

<국내> 

석유환산톤(TOE) 및 CO₂배출량 (tCO₂) 자동계산http://co2.kemco.or.kr/directory/toe.asp 

에너지관리공단탄소중립사이트http://zeroco2.kemco.or.kr/<기타관련사이트>

녹색연합탄소발자국계산기 http://safeclimate.greenkorea.org/co2/calculator_01.php

에너지관리공단의탄소나무계산기http://co2.kemco.or.kr/

기후변화와삼림홈페이지http://carbon.kfri.go.kr/

부천CO₂다이어트국민행동홈페이지http://stopco2.kr/

탄소라벨링제도http://www.blogwide.kr/won/link/?item_no=22719

친환경삼품진흥원탄소성적표지홈페이지http://www.edp.or.kr/carbon/page/page01.htm

에너지시민연대http://enet.or.kr/

기상과학아카데미홈페이지(http://www.kmaa.co.kr/)

환경부기후변화홍보포탈http://www.gihoo.or.kr/portal/index.jsp

‘자전거로CO₂다이어트캠페인’http://www.co2diet.or.kr

국립산림과학원탄소나무계산기http://tree.kfri.go.kr/kor/forest/carbonC.html

환경재단CO₂Zero http://www.co2zero.kr/

국정부‘Act on CO₂’계산기http://actonco2.direct.gov.uk/index.html

서울환경연합홈페이지http://www.ecoseoul.or.kr/

환경운동연합홈페이지http://kfem.or.kr

(사)환경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to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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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관및회사명 홈페이지 국가

행사관련탄소배출량계산기 에너지관리공단탄소중립프로그램 http://zeroco2.kemco.or.kr 한국

Blue Green Meetings http://www.bluegreenmeetings.org/ 미국

여행(이동),숙박, 가정, 선물탄소배출량계산기 Bonneville Environmental Foundation http://www.greentagsusa.org? 미국

가정, 여행탄소배출량계산기 C Level http://www.clevel.co.uk 국

Carbon Footprint http://www.carbonfootprint.com 국

`Carbon Fund http://www.carbonfund.org 미국

Carbon Neutral http://www.carbonneutral.com.au 호주

Carbon Reduction Institute http://www.noco2.com.au 호주

David Suzuki Foundation http://www.davidsuzuki.org 캐나다, 미국

Eco Events http://www.ecoevents.com 미국

EPA(Environment Protection http://www.epa.vic.gov.au 호주

Authority Victoria's purpose)

Green Meeting Industry Council http://www.greenmeetings.info/ 미국

Green Seal http://www.greenseal.org 미국

Safe Climate http://www.safeclimate.net/ 미국

Sustainable Event http://sustainableevent.com 국

Sustainable Travel International http://www.sustainabletravelinternational.org미국, 스위스

The Carbon Neutral Company http://www.carbonneutral.com 국

The Conference People http://www.confpeople.co.uk 국

Tree Canada http://www.treecanada.ca 캐나다

WebEx http://www.webex.com 미국

What's My Carbon Footprint?™ http://whatsmycarbonfootprint.com 캐나다

행사탄소계산기 World Resources Institute http://www.wri.org? 미국

탄소상쇄프로그램기업 AgCert/Driving Green http://www.drivinggreen.com 아일랜드

Atmosfair http://www.atmosfair.de 독일

CarbonNeutral Co. http://www.carbonneutral.com? 국

Climate Care http://www.climatecare.org 국

Climate Trust http://www.climatetrust.org 미국

co2balance http://www.co2balance.com 국

Native Energy http://www.nativeenergy.com 미국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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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원 단위 온실가스배출계수

1. 화물운송수단

- 트럭 kgCO₂/ton km 0.23

- 항공 kgCO₂/ton km 1.05

- 기차 gCO₂/ton km 30.6

2. 참석자교통수단

- 자가용 gCO₂/인 km 210

- 버스 gCO₂/인 km 27.70

- 지하철 gCO₂/인 km 1.53

- 일반기차 gCO₂/인 km 20

- KTX gCO₂/인 km 30

- 항공 gCO₂/인 km 150

3. 장치및소모품

- A4 용지 gCO₂/장 2.88

- 종이컵 gCO₂/개 11

- 수돗물 gCO₂/L 0.66

- 플라스틱 kgCO₂/kg 2.03

4. 행사에너지원

- 전력 kgCO₂/kwh 0.424

- LNG kgCO₂/Nm3 2.24

- LPG kgCO₂/kg 3.61

- 등유 kgCO₂/kg 3.05

5. 폐기물처리

- 폐기물 kgCO₂/kg 0.34

온실가스배출원별배출계수41)

41)환경부저탄소녹색행사가이드북 (10쪽)

출처) 국가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www.klcidb.or.kr) 및해외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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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온실가스배출량계산기」는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기후변화홍보포털
(http://gihoo.or.kr/portal/index.jsp)에서다운가능

행사온실가스배출량계산기
배출원 단위 입력값 이동거리(Km) 배출량(KgCO2) 비고

행사기간 일

일별행사장전력사용 KWh 20,000 8,480

일별행사장LPG 사용 Kg

일별행사장LNG 사용

일별행사장등유사용

도보및자전거참석 명 3,000

자가용이용참석 명 3,850 30 24,255 수도권내(왕복)

버스이용참석 명 6,250 30 5,194 수도권내(왕복)

지하철이용참석 명 15,000 30 689 수도권내(왕복)

항공기이용참석 명 10 22,150 2 인천-뉴욕(왕복)

장비운반(트럭) ton 수도권내(왕복)

장비운반(항공) ton

장비운반(기차) ton

배포책자 페이지수/A4 400,000 1,152 20,000권 (20장/권)

종이컵사용 개

수돗물사용 L

일일폐기물발생량 Kg 900 306

폐기물재활용비율 %

이산화탄소총배출량 KgCO2 40,077

ton당상쇄금(예) 원 15,000 601,151 신재생에너지설비투자기준가격 15,000원/tCO2

ton당상쇄금(예) 원 15,000 2,003,838 탄소흡수원상쇄비용50,000원/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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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다이어트에세이-‘누구나CO₂100kg 줄일수있다’
사람들누구나날씬한몸매를갖길원한다. 인터넷에서‘다이어트’를검색하면온갖살빼는비법이쏟아

져나온다. 책만 하더라도“누구나 10kg 줄일 수 있다”, “저녁식사다이어트”, “일주일에 하루만하는다

이어트”등셀수없이많다. 그런데앞으로우리가건강하고행복하게살기위해서는다이어트를하듯이

열심히줄여야할것이한가지더있다. 바로CO₂이다.  

한반도가아열대기후로바뀌고있다. 두해전부터서울지역아파트에조경수로심은바나나에서바나나

가열리기시작했다. 지난 100년간우리나라평균기온은 1.5도상승했는데, 지구평균온도상승치(0.74도)

보다두배나높다. 지구온난화로기상재해와전염병, 물부족, 식량생산감소가현실로나타나고있다. 

이 모든변화의원인은바로‘일상생활’이다. 차를타고, 냉ㆍ난방에너지를사용하고, 물건을생산ㆍ소비

하는과정에서뿜어낸CO₂가기후재앙을일으키고있다. 그렇기에에너지를사용하는한우리모두기후

변화에대한책임에서예외가될수없다. CO₂를줄이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CO₂다이어트”에

나선초록이네이야기를들어보자.  

초록이는지난해외할아버지가계시는제주도에불어닥친“슈퍼태풍”을계기로, 우리집에서부터기후변

화의원인이되는 CO₂를줄이기로했다. 먼저온가족이모여전기요금고지서를살펴보았다. 네 식구가

지난달쓴전기는 300kWh로요금이 4만원가까이나왔다. 우리나라가정의 35.4%가 월평균전기요금

으로 4만 원 이상을 낸다고 한다. 체중감량에도 목표가 있듯이 초록이네는“CO₂다이어트”목표로 전기

사용량을 10% 줄이기로했다.  

우선집에서쓰는전자제품의목록을만들었다. 하나하나적어보니전자제품이이렇게많았나싶다. 대형

텔레비전과냉장고가문제 다. 대형제품을구입하다보니에너지효율등급이높아도전기사용량은늘어

났다. 그렇다고가전제품을버릴수는없는일, 에너지를절약하는수밖에없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가소비하는전력을 10% 줄이면매년 2,151억 원을절약하고, CO₂82만8,800여 톤을줄

일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의 10%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전력만 잘 차단하면 된다.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플러그를통해계속전기가소모되는데, 우리나라가정에서낭비하는대기전력은전체전력의 11%

나된다. 초록이네는플러그를일일이뽑는것보다멀티탭을사기로했다. 멀티탭도연결부위마다전원

을켜고끌수있는조절장치가달린절전제품을선택했다. 

습관처럼냉장고문을여닫고, TV채널을자주돌리는것도줄이기로했다. 소비전력 80W인 20인치칼라

TV 시청시간을하루 1시간만줄여도 1년에 CO₂13kg을줄일수있다. 아예, 전등스위치에“전등끄기”,

현관문에“대기전력 0 - 플러그 뽑기와 멀티탭스위치 끄고외출하기”, 냉장고에“꼭 필요할 때만 열기”

라고메모지로써붙 다. 이렇게하지않으면“CO₂다이어트”에대한의지가나날이약해지기때문이다.

앞으로전자제품을살땐꼭필요한것인지점검하고, 고효율제품이아니면들여놓지않기로했다.

전기커피포트의소비전력은 2,200W로 노트북 60W의 수십배나된다. 이렇게 전기밥솥, 전기난로, 헤어

드라이기 등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만드는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CO₂다이어트”의 핵심이다.

전열기구는전력소모량이많다. 초록이네는전기밥솥대신압력밥솥을쓰기로했다. 가스불로직접가열

하는것이에너지효율이뛰어나고환경에도좋다. 압력밥솥은일반밥솥보다조리시간을 3분의 1 정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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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    

“CO₂다이어트”첫째 날, 초록이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세수를 하면서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양치할 때도 컵을 사용했다. 물이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오기까지많은 에너지가소모되기때문에 물사

용을줄이면, CO₂발생량도줄일수있다. 

아침 식사로 봄 냉이 된장국을 먹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음식을 먹으면 몸에도 좋고, CO₂발생량도

줄일수있다. 수입식품은배나트럭을통해먼거리를이동하면서많은CO₂를발생시킨다. 또, 한겨울에

먹는딸기처럼제철농산물이아니면비닐하우스에서난방연료를사용해농사를짓기때문에에너지를많

이 소모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메

탄이발생하기때문이다.   

초록이 아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봄과 가을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할까 고민 중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사람들”이이야기하는“나의엔진은심장”이라는말이멋지게들렸기때문이다. 출근길버스

에서틀어놓은라디오방송에서는서울을오가는차량의83%가나홀로차량이라는뉴스가나온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초록이네는 열심히“CO₂다이어트”를 했다. 온 가족이 열심히 했더니 전기요금을

10,000원이나줄었다. 전기요금은누진제가적용돼 10% 아끼면요금은 15% 정도줄어든다. 전기의 CO₂

배출량(kg)은 0.424×사용량(kWh)이다. 한가정에서 1년에전기를마음먹고 250kWh를줄이면, 109kg의

CO₂를줄이게된다. 에너지를절약하면돈도아낄수있다. 지구도지키고, 경제도살린다. 초록이네는이

돈을“태양광발전사업”에투자하거나나무를심는일에쓰기로했다. 적극적인“CO₂다이어트”법이다. 

초록이네 가족은 지금부터 여름을 대비한“CO₂다이어트”계획을 세우고 있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여름

을 나기로 결정을 했다.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의 전력을 소모한다. 창과 유리를 단열이 잘되는 것으로

교체하거나커튼이나블라인드를이용해냉난방에너지를최대한줄일수있는방법도찾아보기로했다. 

한국인 한 사람은 1년 동안 평균 12톤의 CO₂를 배출한다. 세계평균인 4.22톤보다 세 배나더많이배출

한다. 초록이네는 목표를 세계평균으로 잡았다. 지구에 다함께 살기 위해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CO₂를 더많이배출해서는안된다는생각에서이다.  초록이네는하나뿐인지구를위해서“CO₂다이어

트”를 더욱 열심히 할 계획이다. 온 가족이 에너지 절약의‘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플러그를 뽑고,

절약또절약. 가장간단한“CO₂다이어트”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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