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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금융 실천학교 인증제도 

 환경부로부터 공식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중∙고생 및 

대학생 대상 탄소성적표지인증 상품인 IBK ONE앱통장을 기

반으로 친환경금융교육과 체험학습을 진행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인증 프로그램이란? 

   ※ 주관 : 

       후원 :  

                     [환경부 인증프로그램 획득(인증번호 20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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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수상 

은행권 최초 녹색경영대상 수상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서 우수한 녹색경영

으로 환경개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정부포상 

■ 녹색경영대상이란? 

친환경금융 실천학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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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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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소개 

주제 : 친환경금융생활의 이해 

[ 필요사항 ] 
· 강의진행을 위한 시청각실(강당 등) 
· PPT교육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환경 

환경부에서 공인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IBK기업은행이 

직접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특강) 진행 

※ 인정기준 : 1. 최소학습시간 30분 이상 
                                2. 신청학년 재학생 50% 이상 교육참가 

                (중,고등학교만 해당) 

Part 1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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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소개 

① 환경문제 인식   

② 저탄소 생활실천법   

대한민국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IBK ONE앱통장에 대한 설명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뉴스 및 저탄소 제품송 영상 시청  

Part 1 교육 프로그램 (상세설명) 

 이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과 환경문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심각성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와 저탄소 생활실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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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소개 

Part 2  체험 프로그램 

※ 인정기준 : 친환경금융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탄소성적인증제품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 

     탄소성적표지인증제품을 통한 
 

           환경봉사활동 실시 
 

  (봉사활동 인정시간 : 최대 3시간) 

주제 : 건강한 지구의 지킴이! 

[ 필요사항 ] 
· 체험진행을 위한 학생 소유 스마트폰·  

 

[ 지원사항 ] 
· 봉사활동 피켓, 리플렛, 그린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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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소개 

① 체험활동   

② 봉사활동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4가지 방법’ 피켓 및 리플렛으로 대국민 홍보 

그린밴드* 착용, 친환경 실천의지 약속 

생활속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 인지후, 친환경 생활실천구호 외치기 
*그린밴드 : 재생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종이밴드  

Part 2 체험 프로그램 (상세설명)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Green Diary*’ 에 기록 및 공유 
*Green Diary : 일기장 쓰듯 자신의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기록하는 다이어리  

 친환경금융상품인 IBK ONE앱통장 및 ONE뱅킹 체험학습 



/ 9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인증」 프로그램 소개자료 

인증 프로그램 소개 

Part 2 체험 프로그램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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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소개 

Part 2 체험 프로그램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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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소개 

Part 3  참여 프로그램 

※ 참여 우수자 경품 지급 
(문화상품권,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셀카봉 등) 

주제 : 도전 친환경 골든벨! 

[ 필요사항 ] 
· 스케치북, 필기도구, 영상 및 음향장치 

[ 지원사항 ] 
· OX판넬, 숫자판넬, 경품 제공 

1교시 <친환경금융생활의 이해>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한 퀴즈프로그램  

※ <도전 친환경 골든벨!> 프로그램은 
교육일정상 신청학교만 진행 

(선택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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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소개 

Part 3  참여 프로그램 (상세설명) 

도전 친환경 골든벨!   

 친환경 분야 문제 출제를 통해 학생들의 강의 이해도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최종 우승자 및 우수 참여자에게 경품 지급 

 3교시 참여 프로그램은 신청학교에 대해서만 진행하며 필수 참여프로그램은 아님 

(선택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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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 

③ 체험활동시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최대 3H) 

 

④ 우수실천 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실시 (연간) 

② 그린 다이어리 활용한 지속적인 친환경 생활 실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3명) 
* 환경부장관상 (6명) 
* 중소기업은행장상 (10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10명) 

* 봉사활동 시간은 실제 체험이수 시간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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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호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가온고 학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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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호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가온고 학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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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호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가온고 학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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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뭐가 좋을까요? 

①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컨텐츠 활용 

③ 시범학교 연구 실적 반영 

④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인증패 수여 

② 환경분야 선택과목 수업 컨텐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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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호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가온고 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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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호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가온고 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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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호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가온고 교사 인터뷰」 



/ 21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인증」 프로그램 소개자료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인증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인증패 전달식 친환경금융 실천학교 인증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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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금융 실천학교 봉사활동 인증절차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절차 

①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② 확인시간 : (최대) 3시간 (실제 봉사활동시간) 

인증완료 
학교통보 

봉사활동 
신청공문 

발송 

프로그램 
참여학생 
명단제출 

학교담당 
선생님 
연락처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예상 소요기간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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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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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ONE앱통장’ 소개 

은행권 최초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 기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
의 인증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산과 친환경소비를 지원함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탄소성적표지란? 

기업 및 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제도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IBK기업은행 본점 스마트금융부 

서지수 계장 
02)6322-5170 

jjsuls.seo@gmail.com 

윤홍서 계장 
02)729-7862 

yoon39650@ib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