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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인력 ‘양성’ 온실가스배출 ‘주범’

사진출처: 서울대학교홈페이지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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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온실가스 배출 추이(배출활동별)

출처: Eckard Helmers, Chia Chien Chang & Justin Dauwels(2021), 2021 서울대학교그린레포트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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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사업자명 업 종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에너지 사용량

(toe)

난방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서울대학교 학교 102,958.7 50,775.8 0.084

2 KT 목동IDC1 IDC(전화국) 90,792.2 45,292.1 7.627

3 가산IDC IDC(전화국) 82,081.9 40,895.8 2.669

4 LG사이언스파크(EAST) 연구소 73,501.4 41,593.1 0.157

5 서울아산병원 병원 70,466.9 34,524.4 0.194

6 삼성서울병원 병원 69,558.1 34,096.7 0.260

7 KT 목동IDC2 IDC(전화국) 66,441.5 33,116.5 9.690

8 연세의료원 병원 66,253.1 32,513.5 0.171

9 티엠단지관리단 건물기타 63,568.0 31,515.7 0.147

1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공 55,011.1 27,295.3 1.099

• ’21년 서울시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316개소 대상)

출처: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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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사업자명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에너지 사용량

(toe)

난방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서울대학교 102,958.7 50,775.8 0.084

2 고려대학교 38,341.6 18,924.6 0.069

3 연세대학교 37,539.4 18,514.1 0.066

4 한양대학교 29,164.5 14,337.8 0.062

5 이화여자대학교 25,667.4 12,622.9 0.059

6 건국대학교 21,556.4 10,560.7 0.087

7 중앙대학교 17,358.3 8,536.7 0.071

8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15,726.0 7,730.8 0.048

9 숭실대학교 11,668.9 5,765.3 0.093

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1,548.0 5,706.9 0.096

• ’21년 서울시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학교 대상)

출처: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2021년 서울시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 상위 10개 대학 및 대학병원이 25.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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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2009)

대학명 세부내용

서울대학교 · 지속가능한 캠퍼스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절약 선언 발표

한양대학교 · 학보사를 중심으로 Saving HYU 캠페인을 벌여 이산화탄소 감축 선언을 요구

상지대학교
· 모든 학과 수업에 환경수업(에코 커리큘럼) 개설, 태양광 시설 설치(200kW), 지열 냉난방 시스템 구축,

학생 식당에 지역 농산물 보급

숙명여자대학교 · 학생들을 중심으로 ‘캠퍼스 와치 캠페인’을 통해 무분별한 전력(형광등)과 냉난방시설 사용을 감시

부산대학교 · 당시 건설 중이던 양산 캠퍼스에 지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최대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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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식
그린캠퍼스 지원 대학 선정

(‘11년 ~ ‘16년)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대학 선정

(‘17년 ~ ‘18년)

그린캠퍼스 지원 대학 선정

(‘19년 ~ )

그린캠퍼스 환경동아리 지원

(‘19년~)

재정

지원

- 규모: 대학당 연간 40백만원

- 기간: 3년

- ’17년 4개교 총 235백만원

- ’18년 5개교 총 500백만원

- 규모: 대학당 연간 120백만원

- 기간: 3년

- 규모: 동아리당 3백만원

- 기간: 3~6개월

기술

지원

- 친환경 교육과정 개발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전략수립 지원

- 대학의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지원, 친환경 공모전 개최 등

- 친환경 교육과정 개발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전략수립 지원

- 대학의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

지원, 친환경 공모전 개최 등

- 대학생 친환경 캠프 참가 지원

- 개인별 참여인증서 발급

- 우수활동 동아리에 대한 시상

※ 환경부 그린캠퍼스 사업내용

참고: 환경부그린캠퍼스홈페이지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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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환경부 보도자료(2022.07.04.)

대학명 세부내용

경상국립대학교
· SDGs 및 그린뉴딜 분야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캠퍼스 탄소중립 방안 도출 연구

· ISO 14001 인증 취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생태캠퍼스 조성

고려대학교
· 탄소중립선언 및 ISO14001 인증 등 지속가능 정책 추진, 리빙랩 교재 개발 및 그린캠퍼스 최근 ‘이슈’ 교과목 개설

· 전국 대학 대상 ESG 협의회 확대 운영 및 참여 확산, K-water와 업무협약 체결로 물 소비량 저감 및 수자원 활용 계획 수립

광주교육대학교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설치 등 친환경 탄소중립 건물 구축,

· 지역사회 구성원 대상 연계 구축의 기반 마련, 태양광발전 설비 및 빗물저금통 설치, 지속가능발전교육 공모전 개최

중원대학교
· 탄소중립 캠퍼스 선도대학 비전 선포식 개최, 지열냉난방 교육장 및 현장체험관 구축

· 그린리더십(GLP) 운영 및 녹색교육강좌 개설, ‘탄소중립 캠퍼스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신대학교
· Net-Zero 달성 목표 수립 및 로드맵 달성, 폐배터리를 ESS로 이용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캠퍼스 조성

· BEMS 도입, 외피단열 성능강화 및 건축물 기밀성 강화, 한신대 ESG경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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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환경부그린캠퍼스홈페이지

서울대학교 전력,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충북보건대학교 전력 원격제어모니터링시스템

대학명 세부내용

서울대학교

(최우수)

· 캠퍼스 맵 형식의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온실가스 배출량 가시화를 위한 인포그래픽 제작 및 공유

· 그린 레포트 등 지속가능 보고서 정기 발간

나사렛대학교

(우수)

· 지역취약계층(노인) 대상 탄소저감 행복나눔 활동

· 지역녹색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 ‘주말행복배움터’ 운영

· 충남녹색생활 실천협의회 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충북보건과학
대학교

(우수)

· 태양광 산업육성을 통한 친환경 지역네트워크 구축

· 최대전력관리 시스템 및 원격전력감시제어 모니터링 운영

· 자연학습원과 협력을 통한 초중고 환경교육 실시

한국산업기술
대학교

(우수)

· 천연잔디운동장 육성사업 참여 등 그린산업단지 지원

· 태양광발전시스템 중점학과 지정 및 운영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직원 정기 연수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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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부그린캠퍼스홈페이지

성결대학교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좌), BEMS 구성도(우)

한양대학교 에너지자동검침시스템(좌)
개별 냉·난방기 통합제어시스템(우)

대학명 세부내용

목포대학교

(최우수)

· 전기, 수도, 가스 통합 ‘스마트 플랫폼’ 구축 운영

·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성결대학교

(우수)

· LED 등 에너지 효율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

· 그린캠퍼스 조성 관련 중장기 ‘성결비전 2023’ 선포

중원대학교

(우수)

·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확대

· 수목 및 화분 식재를 통한 녹지공간 확대

한양대학교

(장려)

· 에너지 사용량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생활관 우수를 관상수로 활용하여 상수 절감

인천대학교

(장려)

· 친환경 캠퍼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선진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연수 다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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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출처: 경북대학교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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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고려대학교탄소중립계획팜플릿, 고려대학교탄소중립선언식발표자료15/30



국내대학탄소중립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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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려대학교탄소중립계획팜플릿, 고려대학교탄소중립선언식발표자료

• 고려대학교 온실가스 배출 현황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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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LEED Silver 신축되는 캠퍼스 건물은 최소한 LEED Silver 이상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ENERGY STAR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구매 정책을 채택하고, Energy Star 인증제도가 적용되는 제품군은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야 함

Air Travel 대학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항공 여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Public Transportation 모든 교수진, 직원, 학생 및 방문객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함

Renewable Energy 가입 이후 1년 이내에 전력 소비량 중 최소 1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또는 구매하여야 함

Endowment Policy 대학 기금이 투자된 회사에서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Waste Minimization 폐기물 최소화 대회에 참여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3가지 이상의 관련 조치를 채택하여야 함

※ Tangible Actions

자료: ACUPCC Implementation Guide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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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 등급 현재 등급 현황

자료: STARS 홈페이지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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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Economic Forum(EcoWatch Jour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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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Economic Forum(EcoWatch Journal)

•

‘기후 문해력(climate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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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Economic Forum(EcoWatch Jour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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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nford New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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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campus 등급

자료: Ecocampus 홈페이지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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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rvard University Sustainability 홈페이지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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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대학교그린레포트 202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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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cond Nature 홈페이지

Allegheny College(2020)
Meadville, Pennsylvania

American University(2018)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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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ton, Maine

Bowdoin College(2018)
Brunswick, Maine

Colby College(2013)
Waterville, Maine

Colgate University(2019)
Hamilton, New York

Colorado College(2020)
Colorado Springs, Colorado

Dickinson College(2020)
Carlisle, Pennsylvania

Middlebury College(2016)
Middlebury, Vermont

University of San Francisco(2019)
San Francisco,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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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논의및시사점



논의및시사점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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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대학의역할: 탄소중립과그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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