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를 위한 Carbon Almanac

이제 시작할 시간

탄소  
세대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에게  

것을 배워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배울 수 있는 모든 
이 가이드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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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과 조명 끄기 같은 일들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구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것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내는 것 말이죠.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이 전자책을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번역: RWS 그룹 제공

https://thecarbonalmanac.org/g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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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1°C(1.8°F) 더 뜨거워졌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해야 해요.

우리 지구에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이 

3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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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작 

해요.

매튜 N. 15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지구를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 플라스틱이 없는 헬멧을 만들기 전까지는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할 때 
플라스틱 헬멧을 착용해야 해요.
천연 가스가 동네 수영장을 뜨겁게 하더라도, 거기서 수영하는 건 여전히 
재미있겠죠.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야 해도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고칠 수는 없어요.
어린이들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걸 어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

4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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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까요?
뜨거워 
왜 점점  

우리는 밖에 나갈 때 더 뜨거워졌다는 걸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지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열이 
나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열은 날씨를 거칠게 만들어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지구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른들은 학교에 다닐 때 이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5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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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져요.
나면 날씨가 

지구에 열이 
온도가 올라가면 날씨가 더 나빠져요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날씨가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후 변화”라는 말의 뜻이에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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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지구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 지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배운  
것을 어른 5명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임무:

7

이이  배지를배지를  보면보면
  어른이어른이  

알아야알아야  할할  것이란것이란  걸걸
    

알알  수수  있어요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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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사람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감자를 사기로 
결정한다면, 비닐봉지 한 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감자 회사들이 감자를 비닐봉지에 넣는 것을 

어른을 가르쳐야 
할까요?

왜 어린이들이 

8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구를 해치는 수백만 개의 비닐봉지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감자 회사에서 일하는 어른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코치님, 부모님은 알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 메시지가 퍼져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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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이 페이지의 
그림을 이미 보고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일 수도 있어요.) 
이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은 가까운 어른에게 책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책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정말 좋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순간을 꼭 멋진 사진으로 담아 두세요. 그 
사진을 이런 말과 함께 SNS에 올려 달라고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지금껏 최고의 책 읽어주기 시간이었어요! 
오늘 밤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GenerationCarbon 해시태그도 추가하세요.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오늘... 정확히는 오늘 밤에 지구를 도와줄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9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잘 때 책 읽어 주기에 

추신: SNS에 올리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 
두고 가족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죠. 
“어젯밤에 어른에게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 주었어요.”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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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셨나요?
배울 준비가 

모든 것을  
기후 변화의 

10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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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는 연필 속에 들어 있지만, 공기 중에도, 여러분의 
몸 속에도 있어요. 탄소는 거의 모든 것에 다 들어 있지요.

탄소가 들어 있는 것을 태우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됩니다.

불이 나서 연기가 날 때는 탄소를 볼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을 때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양의 탄소를 태워 
왔고, 이제는 엄청난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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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들은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흡수하여  인간이인간이  
호흡할호흡할  수수  있는있는  산소로산소로  바꿉니다바꿉니다. . 그러나그러나  
너무너무  많은많은  화석화석  연료를연료를  태워서태워서  생긴생긴  
이산화탄소의이산화탄소의  양은양은  식물이식물이  다다  처리할처리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탄소란 무엇일까요?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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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은 동식물의 뼈와 몸의 일부가 특별한 종류의 돌로 변한 
것입니다.

원유, 석탄, 천연가스는 화석처럼 오래 전 식물, 동물, 
기타 생명체의 유해가 변해 지구 깊숙한 곳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 석탄,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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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탄소가  많이많이  들어들어  있는있는  
원유와원유와  천연가스가천연가스가  
형성됩니다형성됩니다..

무엇일까요
화석 연료란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탄소를탄소를  함유한함유한  작은작은  
동식물이동식물이  죽습니다죽습니다..

모래와모래와  진흙진흙  밑에서밑에서  
죽은죽은  동식물이동식물이  썩습니다썩습니다..

?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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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연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석탄은 주로 태워서 전기를 만듭니다. 석탄을 태우면 
석탄에 저장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탄소 배출”이라고 합니다.

원유는 자동차의 연료로 쓰는 휘발유의 재료입니다.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탄소도 배출하게 
됩니다.

천연가스는 많은 가정에서 냉난방에 사용합니다. 
난방을 켜면 무엇이 방출될까요? 더 많은 탄소입니다.

태우면서 지구를 
우리는 화석 연료를 

13

이것은이것은  여러
분의여러분의

  

임무를임무를  위해위해
  

알아야알아야  하
는하는  

중요한중요한  사실
입니다사실입니
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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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 
중에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산화탄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미치는 피해를 늘 깨닫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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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배출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이것은이것은  아주아주
  큰큰  문제입

니다문제입니
다. . 

사람들이사람들이
  이산화탄

소를
이산화탄

소를  볼볼  수수  

있었다면있었다면
  우리는우리는  아

마도아마도  더더
  

빨리빨리  행동
했을행동했을

  거예요거예요..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번역: RWS 그룹 제공

https://thecarbonalmanac.org/genc


미국인은 한 사람당 매년 약 14미터톤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벽돌 6,300개의 무게와 같아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겨우 벽돌 
440개의 무게로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함께 노력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502050년년  목표목표: : 이만큼의이만큼의  
탄소탄소  무게무게..

사람들이 각자 탄소를 줄이면 도움은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벽돌 440개까지로 줄이고 싶다면 
모든 종류의 협동, 발명, 새로운 
법까지 필요해요.

15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탄소를 배출하고 
이만큼이이만큼이  미국에서미국에서  한한  사람이사람이  매년매년  방출하는방출하는  
탄소의탄소의  무게입니다무게입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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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속에서 수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숨을 멈추는 것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불편하죠. 이것은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산소)
이 점점 적어지고 좋지 않은 물질(이산화탄소)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몸에 산소를 다시 채우려면 먼저 숨을 내쉬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물 위로 나올 때 입을 벌려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신선한 공기 속 산소가 필요하죠. 필요한 것을 
되도록 빨리 얻어야 기분이 나아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있는 셈이에요.
      숨을 참고  

우리 지구도  

16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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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나무와 
흙, 바다와 같은 것들이 스펀지처럼 작용해 도움을 줍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하지만 지금은 스펀지가 
거의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태우면 나무와 바다가 다 
흡수하기엔 너무 많은 탄소가 배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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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후 30년에 한 로마 왕이 아침 식사로 오이를 요청했습니다. 
오이를 재배하기에는 밖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왕의 하인들은 
최초의 온실을 지었습니다.

온실 
효과.

마틸드 R., 8세, 이탈리아 볼로냐

온실을 통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유리지붕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식물은 성장에 필요한 빛을 얻게 됩니다. 
또한 유리 지붕은 내부에 열을 담아 두어 식물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기에는 너무 추운 시기에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18

엄마,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나빠요. 정원에 있는 식물에 더 자주  
물을 줘야 해요.”

“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https://thecarbonalmanac.org/genc


온실 가스는  
열을 가둬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는 온실의 유리 
지붕 역할을 합니다. 탄소와 다른 가스는 지구 
위 높은 곳에 쌓이기 때문에 햇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 지붕처럼 
태양열을 가둬 두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온실 가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갇힌 열이 지구를 뜨겁게 하고 
날씨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사람들이 말하는 “탄소”는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를 뜻할 수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CO2)
- 메탄(CH4)
- 아산화질소(N2O)
- 수증기
- 불소화 가스

19

햇빛은햇빛은  온실온실  가스를가스를  
통과할통과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온실가스는온실가스는  여기에여기에  
쌓이면서쌓이면서  열을열을  
가두어가두어  지구를지구를  더더  
덥게덥게  만듭니다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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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빨리 움직일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경주할 거니까요. 버터 조각들 사이로요. 
(마지막 낱말 몇 개를 잠깐 다시 
읽어보세요.)

물론 라이트닝 맥퀸을 응원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힘을 잃은 달팽이 
터보를 지켜보는 것에 더 가깝겠지만, 
재미있을 거라고 약속해요. 준비됐나요? 
제자리에...!

재료:
- 어두운 색 접시 2개 또는 어두운 색 쿠키 팬 1개
- 버터 2작은술
- 투명한 단지 1개

온실 효과 실험.

20

추신: 지금 당장 이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건너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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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실험:

- 두 접시 위에 각각 버터 1작은술을 놓습니다.

- 접시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습니다.

- 버터 한 조각을 단지로 덮습니다.

- 가설(어떻게 될 것 같은지!)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버터 조각이 먼저 녹아 경주에서 이길까요?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면 버터 조각에 각각 
응원할 이름을 붙여 주세요.)

- 어떤 버터 조각이 먼저 녹는지 확인합니다.

실험을 마친 후에는 버터를 토스트에 발라 
드세요. 음식물 쓰레기 또한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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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로 덮은 버터가 먼저 녹았죠? 온실 효과와 같은 원리예요.
온실의 유리 지붕이 내부의 열을 유지하는 것처럼, 실험에서는 

단지가 내부의 열을 유지한 것이죠. 지구에서는 온실가스가 단지처럼 
작용합니다. 태양의 열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난 거죠?
단지 안에서 무슨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돕기 위해 
경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2

준비됐나요? 
제자리에...!
계속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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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구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할 때 최고의 
상태가 돼요. 이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변화가 모두 함께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생태계입니다.
우리의 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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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입니다생태계입니다..

건강한건강한  
생태계처럼생태계처럼  
보이나요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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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 무엇이고  

지금 거기 날씨는 어때요? 맑은가요? 눈이 내리나요? 여러분은 
빠르게 답했을 거예요. 날씨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임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의 날씨가 
어땠는지를 말해요. 예를 들면, 멕시코의 기후는 따뜻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더운 게 정상이죠. 캐나다의 기후는 멕시코보다 
더 서늘합니다. 거기서는 추운 게 정상이에요.

   기후는 무엇일까요?

스키를스키를  타는타는  산의산의  기후는기후는  보통보통  춥지만춥지만, , 기후기후  
변화변화  때문에때문에  지금은지금은  눈이눈이  적어졌어요적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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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요. 
정상적인 날씨가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는 2021년 겨울 매우 추운 날씨가 
찾아오는 바람에 파이프가 얼어붙고 터져서 여러 집에 
물난리가 났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2년 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온은 115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어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아팠죠. 
이런 일들이 온갖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이상한 날씨를 눈치채셨나요?

선인장은선인장은  따뜻한따뜻한  기후에서기후에서  
자랍니다자랍니다. . 따뜻한따뜻한  곳에곳에  눈이눈이  
내린다는내린다는  것은것은  기후가기후가  변하고변하고  
있다는있다는  신호입니다신호입니다..

25

되는 거예요.
이상 정상이 아니게 
“정상적인” 날씨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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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 느려진 인터넷 
- 휴대전화 서비스 끊김
- 지하실 침수  
- 얼어붙은 배수로 
- 쓰러진 나무 
- 움푹 패인 땅 
- 갈라진 포장 도로 
- 천식 
- 알레르기 
- 스키 가능 일수 감소 
- 오염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일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면,  
“기후 변화 때문일 거예요.”
라고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 곰팡이
- 질병을 옮기는 모기
- 통통해진 다람쥐
- 산불
- 가뭄 
- 폭우
- 무더위

다람쥐는다람쥐는  눈눈  덮인덮인  곳이곳이  
적어져서적어져서  먹이를먹이를  더더  많이많이  
구할구할  수수  있기있기  때문에때문에  
점점점점  더더  통통해지고통통해지고  있어요있어요..

26 아이반, 8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언젠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있었는데 — 
저랑 아빠랑요 — 관중석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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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릴까요?
기후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밖에서 걸어다녀도 사람들이 더워진 걸 모를 정도였죠. 
이것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폭풍우, 허리케인, 폭염이 일어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 지구에 얼마나 많은 손상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죠.

해결하는 데 왜 시간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휘발유 자동차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봤다면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기후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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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콘크리트처럼요.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돼요.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집을 많이 짓는 데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으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 
쿠키를 굽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까지 차를 타고 
가는 대신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기차로 여행하면 
비행기만큼 

빠르기도 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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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사용할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 쓰면 매립지에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도서관에서는 
도구, 케이크 팬, 게임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매일 전 세계 사람들은 500만 톤의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는 고래 33,000마리와 같은 무게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먼저, 트럭이 쓰레기를 매립지나 처리장으로 
가져갑니다. 매립지는 지구에 파놓은 큰 구멍입니다. 
쓰레기 트럭이 쓰레기들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대형 
기계들이 쓰레기를 흙으로 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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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에 있는 흙은 버려진 음식, 종이,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의 집입니다. 박테리아는 이것들을 먹고 

메탄은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로 열을 가둬 둡니다.

매립지에 묻히는 쓰레기가 
많아지면 공기 중에 메탄이 더 
많아집니다. 메탄이 많아지면 
지구가 더워지고 날씨가 더 
이상해집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를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1초마다 수많은 
박테리아가 방귀를 뀌고 트림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30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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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데, 화석연료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어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은 회사에 플라스틱 사용과 플라스틱 제조를 
멈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의 웹사이트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베었나요? 대부분의 반창고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 출혈을 멈추려면 
하나 사용해야겠지요.

하지만 회사들이 지구를 해치지 않는 
반창고만 팔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어요. 샴푸 
병에도, 운동화에도 있죠. 사람들은 
종종 생각조차 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을 많이 삽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많은 플라스틱  
물건을 공급하지 말아야 해요.

31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플라스틱은 기후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릴어릴  때때  우유갑에우유갑에  
플라스틱플라스틱  주둥이가주둥이가  
있었나요있었나요??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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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32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호를 보면 되도록 많이 
재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밀을 알려줄게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은 플라스틱 
물건 100개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건 8개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은 다른 92개의 플라스틱 

고쳐야 

물건은 결국 불에 타거나 매립지 또는 바다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 병  
8개를 재활용하는 것이 재활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데는 400년이 걸립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 무더기 쌓자마자 공장에서는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장에서는 어떻게 플라스틱을 만들까요? 맞아요, 
화석연료를 태우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 배출해서 만들어요.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재활용 상황을 

딱 한 번만 사용하는 샌드위치 
포장과 물병? 지금 바로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이이  비밀은비밀은  
비밀이어

서는
비밀이어

서는    

안안  됩니다됩니다.
 . 모두에게모두에게

    

말해말해  주세
요주세요!!

이이  소식을소식을  널리널리  알리세요알리세요. . 재활용재활용  
쓰레기통에쓰레기통에  넣는넣는  대부분의대부분의  
플라스틱은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재활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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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놀 장난감:
선생님께 플라스틱 포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에 
이메일을 쓰는 연습을 시켜 
달라고 부탁하세요. 반드시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을 
보내야 합니다.

때 해야 할 중요한 선택.
지난번에 운 좋게 새 장난감을 얻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포장을 벗기기 위해 두꺼운 플라스틱을 잘라내야 
했을 거예요.

알다시피, 그 플라스틱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분해되는 데 약 4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심지어 바다로 
흘러가 물고기들을 해칠 수도 있어요.

33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더 많은 장난감을 모으는 대신, 친구와 함께 술래잡기, 
등산, 만들기 같은 일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모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죠.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번역: RWS 그룹 제공

https://thecarbonalmanac.org/genc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물론 맛은 좋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기도 해요. 오래 전에는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자라는 것만을 먹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가을에는 뿌리 
채소를, 여름에는 콩과 애호박을 먹었어요.

오늘날에는 비행기로 전 세계에서 식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대부분의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음식을 비행기와 트럭으로 
운송하면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음식이 상하거나 그냥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타코, 볶음, 수프를 
마스터해 가족과 친구들을 
놀래켜 보세요. 버려질 
수도 있는 음식 자투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

어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10파운드의 
음식 중 3파운드는 
버려져요!

34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음식 선택은 
중요합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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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로 만든 음식에서는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요. 먼저, 동물들이 풀을 먹을 땅을 만들기 
위해 숲을 벌목해요. 나무를 자르면 탄소가 
배출됩니다. 나무들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들이 적어져요.

그러고 나면 모든 동물들이 트림하고 
방귀를 뀌어요(많이요!). 이 과정에서 열을 
가두는 또 다른 가스인 메탄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며 해로운 날씨가 
나타납니다.

고기 대신 과일과 채소 먹기를 선택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어요.
- 학교 식당에서 소고기 버거 대신 채소 버거를 

선택하세요. 그래도 원하는 만큼 케첩, 피클, 겨자를 
모두 추가할 수 있어요!

- 유제품 대신 귀리나 콩처럼 식물로 만든 음료를 
마셔요.

- 식물 더 많이 먹기: 그러고 싶지 않다면 완전히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 접시에 과일과 채소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음식.
동물로 만든 

35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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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버거 요리법.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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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옷가게에서는 일 년에 네 번 새 옷을 
진열했어요. 겨울, 봄, 여름, 가을에요. 이제 
옷가게에는 새로운 옷이 매주 나타납니다.  
일 년에 52번이나요!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옷의 양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잘 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새 옷을 사고 “오래된” 옷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가 매립지로 보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무엇일까요?
패션이란 

패스트 

37

Bojo Bandango, 출처:
OuiChoose, ‘Big PickSure Book’.
터치/클릭하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패스트 패션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물려받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옷을 
나눠 보세요.

- 어른들에게 중고 매장에서 옷을 사자고 
부탁하세요. 보너스: 중고 청바지는 
부드럽고 길이 들어 있어요.                    

- 찢어진 옷을 고쳐 입어요.                                                              
- 새 배낭을 사는 대신 쓰던 배낭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 쓰세요.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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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살아 있는 것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새끼를 가질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동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들은 
따뜻한 기온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현재 위험에 처한 동물 중 몇 가지만 
여기에 소개합니다.

수 있을까요?

동물들은 기후 
변화에서 살아남을 

- 아델리 펭귄
- 아프리카 숲 코끼리
- 아시아 코끼리
- 대서양 바다오리
- 벵갈 호랑이
- 검은머리 다람쥐 원숭이
- 호박벌
- 다윈코 개구리
- 오리너구리

- 황제펭귄
- 녹색 바다거북
- 하마
- 장수거북
- 제왕나비
- 마운틴 고릴라
- 북대서양 참고래
- 북극곰
- 눈표범

게다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수천 
가지의 벌레와 곤충도 있습니다.

38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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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녹색 바다거북을 
그려 보세요.

다음 단계에 따라
기후 변화는 강한 

폭풍우를 일으켜 
바다거북의 해변을 

파괴합니다.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SNS에 해
시태그 

#Generatio
nCarbon

#Generatio
nCarbon

을  붙여 여
러분의 

그림을 공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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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왕나비를 
그려 보세요.

활동: 기온이 높아지면 
제왕나비가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SNS에 해
시태그   

#Generatio
nCarbon

#Generatio
nCarbon

을  붙여 여
러분의 

그림을 공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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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표준을 
소개합니다.

(net-zero) 
 넷제로 

수백만 년 동안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도 
지구가 가스를 충분히 흡수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지구가 이것을 충분히 빨리 흡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어요! 꽉 찬 
스펀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1

배출: 온실 가스 방출을 
의미하는 근사한 단어. 

넷제로 배출: 지구가 우리가 
방출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복잡해복잡해  보이
지만보이지만  

사실사실  간단
해요간단해요

..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번역: RWS 그룹 제공

https://thecarbonalmanac.org/genc


42

시소 또는 저울을 상상해 보세요. 저울의 오른쪽: 
트럭이나 플라스틱 병과 같이 온실 가스를 방출하는 
것들. 저울의 왼쪽: 나무나 바다와 같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들.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나무와 바다가 제거할 수 
있다면 저울 균형은 넷제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면 지구는 계속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실가스의 양이 지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울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2050년까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울의저울의  왼쪽과왼쪽과  오른쪽오른쪽  높이가높이가  같아지면같아지면  
균형이균형이  맞게맞게  되어되어  넷제로를넷제로를  달성하는달성하는  
거예요거예요..

맞추기.
온실가스 균형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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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플러그를 꽂는 모든 것이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전기가 햇빛이나 
바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램프, TV, 

휴대전화 충전까지, 모두 탄소를 배출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플라스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탄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게임을 한다면?

정답: 많이 나쁘지는 않아요.

지구에 얼마나 나쁠까요?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대부분의
  

사람들은사람들은  
그렇게그렇게    
하지하지  않죠않죠..

43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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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방출되는 탄소의 큰 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로 
달리는 차도 그 중 일부예요. 트럭은 
더 나쁘고요. 이것이 바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어딘가로 어떻게 갈지를 
선택하는 건 중요해요.간다면?
정답: 매우 나빠요!

지구에 얼마나 
나쁠까요? 만약 여러분이...

  곳에 차를 타고 
걸어갈 수 있는 

44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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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햄버거를 
접시에 담아 먹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려면 기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고, 매장까지 가져갈 대형 트럭도 
필요해요. 이것들은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가 있어요. 소에게는  

1톤의 땅과 물이 필요한데, 채소를 기를 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또한 소는 열을 가두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트림으로 배출합니다.

먹는다면?
치즈버거를 

정답: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먹는 
고기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지구에 얼마나 
나쁠까요?  
만약 여러분이...

45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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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46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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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채울 수 있는 물병을 
사용해요. 무거운 물병을 
운반하는 트럭은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플라스틱으로 감싼 바나나 
같은 것을 보면 바나나가 왜 
이런 거냐며 어른에게 짚고 
넘어가세요.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이 보듯 
세상을 보지는 못해요.

옷을 햇빛에 말려요. 선생님, 학부모님, 코치님에게 
알려 주세요. 

캠핑 여행, 학급 파티, 축구 
경기에 꼭 플라스틱 물병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요! 

어린이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채소밭과 과일나무를 가꿔요. 

47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주변 어른들에게 Carbon 
Almanac을 전해 주세요.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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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페이지의 
간단한 사실을 인쇄해서 
화장실 벽에 붙이세요.

맞아요, 화장실도 교실이 될 수 
있어요!

48

끌어요!
관심을  
사람들의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인쇄하세요.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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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구를 해치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을 막는 
법률 통과시키기.

- 태양과 바람으로 전기 생산하기.

- 지구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하기.

- 다른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해 가르쳐 주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 사람들은 석탄, 석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요. 
이런 화석 연료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 화석 연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요.

- 이산화탄소는 열을 가둬요.

- 갇힌 열은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어요.

- 우리 집 밖은 덥지 않을지 모르지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심각한 폭풍우, 홍수, 가뭄과 
같은 큰 영향이 생겨요.

- 폭풍우는 건물, 주택, 동물, 그리고 지구에 
해를 끼쳐요.

기후 변화를 멈추려면 다음과 
같이 큰 변화가 필요해요.

더 많이 하고 싶다고요? thecarbonalmanac.org를 방문하세요.

간단한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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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가족이 
새 차를 사고 
싶어하나요? 휘발유가 
필요 없는 전기차를 
고려해 보라고 추천해 
주세요.

다음 번에 플라스틱 
포크를 받으면 챙겨 
두었다가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요.

전기차
플라스틱 
재사용하기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화석연료 사용을 

50

어른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 100% 태양과 
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보통 더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역의 
전기 회사 웹사이트에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태양과  
바람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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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를 도우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어른들에게 가르
쳐줄 수 있어요.

“

하기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

51

매튜 N. 15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2050년에 제게 아이가 있다면, 행동할 수 
있을 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망가진 행성에 살게 하기는 싫어요.”

“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스웨덴의 젊은 기후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부모님의 생각을 
먼저 바꿨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보여 주었죠. 함께 환경에 관한 
영화도 보았어요.

그러나 변화가 바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레타는 어른들이 
정말로 들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잘합니다. 놀라울 것도 없죠, 아이들은 
대단하니까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크게 생각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어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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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로 학교 가기 
동아리를 시작하세요.

- 학교 직원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자동차 시동을 끄라는 표지판을 걸어 
놓도록 하세요.

- 선생님께 올해 과학 박람회의 주제를 기후 
변화로 정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 기후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섯 명의 
어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어른들에게 5
명을 더 가르치라고 부탁하세요. 이야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볼까요?

이것은 단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꿈꿔볼 
수 있는 어떤 것에서든 시작하세요.

지구를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차이를 만들어요!
이 행동들이 

큰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번역: RWS 그룹 제공



- 필요 없는 조명을 꺼요. 전기를 낭비하면 
더 많은 탄소가 배출돼요.

-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바로 문을 닫아요.

- 보석, 공구, 게임 같은 물건은 빌려 써서 
공장에서 새 물건을 만드느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게 해요.

- 다음 번에 식사를 선택할 때 채소 버거를 
골라요. 또는 이 책의 요리법으로 콩 
버거를 만들어 보세요.

차이를 만드는 행동이 

- 연필을 누가 가장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반 
대회를 열어요.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 교장 선생님께 난방을 줄여 탄소가 배출되는 
양을 즉시 줄여 달라고 부탁하세요. 특히 
아이들이 가을, 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요!

더 많이 있어요!

53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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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티셔츠.
지구를 구하는 만들기:
활동:

화사한 티셔츠를 입으면 현장학습에 갔을 때 선생님이 반 
전체가 모여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학년 때 “3학년 
짱”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는 것은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 티셔츠는 몇 번만 입고 버려지곤 해요.

다음 학급 파티나 현장학습에서 입을 화사한 
티셔츠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고 가지는 
마세요. 선생님이 매년 사용하실 수 있게 남겨 두세요. 
이렇게 하면 티셔츠가 매립지에 버려지지 않아요.

선생님, 스카우트 리더, 
학부모님께 전달하세요.

54

조디 러빈의 지침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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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뾰족한 알감자를 
사용하세요.

칼로 감자를 반으로 
잘라요. 이렇게 하면 물방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어린이 여러분, 자를 때는 
어른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림이 뒷면으로 번지지 
않도록 티셔츠 안에 판지 한 
겹을 밀어 넣어요.

티셔츠 디자인을 계획해 
보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작게 뜯어 간격을 맞추세요.

-

-

-

-

-

-

자른 감자의 끝을 아크릴 
물감 또는 직물용 물감에 
담가요.

티셔츠에 무늬를 찍어요!  
V자 모양으로 두 번 찍으면 
하트 모양이 만들어져요.

1 2 3

55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선생님, 스카우트 리더, 
학부모님께 전달하세요.

반 티셔츠.
지구를 구하는 만들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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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carbonalmanac.org/genc


공원 관리인: 공원과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임무를 더 늘리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하지만 큰 것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 5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과학자: 기후 변화를 
조사합니다. (마치 지구 
의사처럼요!)

환경 교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친환경 발명가: 지구를 
구하는 발명품을 
만듭니다. (그중 몇 가지를 
곧 보여 드릴게요!)

미래학자: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데 도움이  
되는 직업.

지구를 구하는  

56

몇몇  가지만가지만
  

소개한소개한  거
예요거예요!!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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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기후 활동가가 될 수 있어요. 기후 활동가는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직업일 때도 있어요. 직업이 아니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레타 툰베리는 어린 시절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그레타는 19세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후 활동가 중 하나입니다.

기후 
활동가가 되세요.

당신은 절대로 
차이를 
만들기에 너무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

-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처럼, 어른이 되지 않아도 기후 활동가가 될 
수 있어요. 원한다면 오늘 당장도 될 수 있죠.

차이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 다섯 명에게 기후 변화에 대해 가르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정말 멋지게 해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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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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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벗어나게 
해 줄 무언가를 

발명해 낼 수 있어요.

엉망진창인 

자신만의 친환경 
발명품을 그린 다음 
#GenerationCarbon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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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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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됐나요? 시작!

훈련 시간!
여러분의 임무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야의 아버지가 보석을 보호하라고 가르쳐주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의 장면처럼요.

모아나가 마우이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할 말을 
연습하는 장면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후 변화에 대해 이야
기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59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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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듣고 난 후, 들은 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떻게 이상한 날씨가 
생겨나는지 설명합니다.

각자 원하는 더 나은 
미래와 같은 긍정적인 
목표에 동의합니다.

돌아가며 차례대로 
들으세요.

방법:
가르치는  
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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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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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어때요?
아이들이 
어른과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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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어른어른

55명명
가르치기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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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항상 
동의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팍한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날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주제니까요.

따라서 이런 일은 
정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이를 만들기 위해 
완벽한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장되거나 답답해지면 
심호흡을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의견을 들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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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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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은 기후에 대해 잔뜩 알고 있어요. 할 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아주 힘이 
세죠. 항상 그랬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임무: 어른 5명 가르치기

63 루시야, 11세, 스위스 취리히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요.”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인쇄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지식과 목소리를 모두 
사용해서 어른 다섯 명에게 기후 변화에 
대해 가르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구를 
구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짜 봅시다!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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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추적기
작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1

2

3

4

5

6

7

8

9

10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의 이름을 적으세요. 
아이디어가 필요하신가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모/고모/숙모, 이모부/고모부/
삼촌, 할아버지/할머니, 사촌, 이웃, 
가족의 친구.

곧 만날 수 있는 날이 있나요? 
아니라면, 언제 가르칠 수 있을지 
추측해 보세요!

예 또는 아니요에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예에 동그라미를 칠 
때마다 아래에 있는 별에 색을 
칠하거나 표시하세요!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이 사람을 가르쳤나요?여러분의 임무는 5명의 어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언제 가르칠 수 
있는지 쓰세요.
그런 다음 마지막 열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공간을 두었습니다.

별을 모두 완성했나요?
해냈군요! 다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carbonalmanac.org/kids에서 변화의 주인공 
인증서를 받으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
-

- 1 2 3 4 5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

– 그레타 툰베리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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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른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해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게임을 하자고 하세요. 딱 맞는 게임이 있거든요.

우리를 넷제로의 미래로 이끌어 줄 간단한 보드 게임, 

 기후 퀘스트 보드 
게임입니다.

임무에 쓸 가장 재미있는 도구:

바로 

-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7-11세 사이의 플레이어 
2-4명이 가장 좋습니다.

- 어른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클릭클릭//터치만터치만
  하면하면  

무료무료  보드보드  게
임을게임을  

다운로드하
고

다운로드하
고  

인쇄할인쇄할  수수
  있어요있어요!!

기후 퀘스트예요.
기후 퀘스트에서는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4가지 주요 

요소인 음식, 교통, 에너지, 제조를 둘러보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각각을 둘러보며 기후 활동을 하고 지구에게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퀘스트를 수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게임 시작!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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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 지키기 팀에 
가입하세요!

지구 지키기 팀에 
가입하세요!

지구 지키기 팀에 
가입하세요!

지구 지키기 팀에 
가입하세요!

특별 초대 특별 초대

특별 초대 특별 초대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구 지키기 팀에 
가입하세요!

지구 지키기 팀에 
가입하세요!

특별 초대

특별 초대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지금 무료로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을 carbonalmanac.org/kids에서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이 임무에 
초대하세요!

이 카드를 인쇄하여 학교에서 
전달하거나, 생일 선물에 붙이거나, 
친구가 찾을 수 있도록 어딘가에 
숨겨두세요.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다른 사람과 
큰 가장

함께 행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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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지구를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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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소동을 
우리의 지구를 

속에 품고, 가서 
이 교훈을 마음  

일으키세요!

68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훈련 시간 끝!

 잘 할 수 있어요
.

존중받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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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드는 탄소 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탄소 세대는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팟캐스트입니다.

어린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있으며,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친구, 동물, 교실, 과학자,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과학 연구 결과를 알리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이 문제에 
과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기자들이 필요합니다!

thecarbonalmanac.org/kid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팟캐스트 앱에서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상을 바꿉시다. 변화의 
주인공 여러분!

Apple 팟캐스트, 또는 Google 팟캐스트를 클릭/터치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팟캐스트!

호기심 많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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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세대: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왜 바다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아요?”
무엇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건 어떻게 공기 속에 들어갔나요?”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곰의 먹이가 충분할까요?”

번역: RWS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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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NeJame
15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Lucija Biuk
11세, 스위스 취리히

Aubrille
8세,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Arlo Decardenas
18세, 텍사스주 포트워스

Matilde Righi 
8세, 이탈리아 볼로냐

Elizabeth Granger
11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Grace
6세, 캐나다 토론토

Ivan
8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Edie Chua
7세, 캐나다 토론토

Grayson
5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Julia Ankenmann
15세, 캐나다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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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어린이 참여자 

번역: RWS 그룹 제공



페이지
어른 참여자 

Adam Powers
AJ Reisman
Allan Ling
Amanda Hsiung-Blodgett
Andrea Hunter
Andrei Ungureanu
Aroop Rayu
Avaleen Morris
Azin
Barbara Orsi
Babet
Bruce E Clark
Bruce Glick
Bruce Macaulay
Bulama Yusuf
Calo Amico
Carl Simpson
Carolanne Petrusiak
Corey Girard
Covington Doan
Darin Simmons
David William Fitzgerald
Desislava Dermishkova
Dorothy Coletta
Elena Madalina Florescu
Etrit Shkreli
Eva Forde
Felice Della Gatta
Fernando Laudares Camargos
Friedrich Blase Blase
Gillian McAinsh
Giuseppe Celestino
Inbar Lee Hyams
Jacqui Phillips
James Tunnicliffe
Jennifer Simpson

일러스트레이터: Michi Mathias
디자이너: boon Lim

서체 크레딧:
Turnip, David Jonathan Ross
Averta, Kostas Bartsokas
Jeff Script, Gennady Fridman
Minneapolis, FontPanda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친구들을 모아 기후 변화 메시지를 
퍼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세요.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Jennifer Myers Chua
Jennifer Hole
Jessica P. Schmid
Jessica Zou
Jodi Levine
Kamilla Cospen
Karen Mullins
Karin Schildknecht
Katharina Tolle
Katherine Palmer
Katie Boyer Clark
Kirsten Campbell
Kristy Sharrow
Laura Shimili
Leah Granger
Leah Phinney
Leekei Tang
Leo Heise
Lindsay Hamilton 
Lisa Duncan
Louise Carleton-Gertsch
Louise Karch
Maia Richardson
Manon Doran
Marty Martens
Mary Ann Cabaltera
Mary Elizabeth Sheehan
Max Francis
Mayank Trivedi
Melissa 
Mona Tellier
Nicté Rivera
Olimpia 
Paige NeJame
Peter Stein
Pieter Visser

Robert Gehorsam
Roc Bata
Ronald Zorrilla
Ross Martin
Sally Olarte
Samantha
Sam Schuffenecker
Sebastien Thiroux
Seth Godin
Simon Davie
Sonal Singh
Stephanie Morrison
Steve Wexler
Sunny Logsdon
Susana Juárez
Tania Marien
Tanvi Muppala
Tobias Welz
Tonya Downing
Warrie Warrie
Winny Knust-Graichen
Yan Tougas
Yve Alecia Smith
Zrinka Zvonarevi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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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됩니다.
단지 시작하기만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를 위해 완벽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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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Carbon Almanac을 살펴보세요. 이 전자책을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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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carbonalmanac.org/genc
mailto:?subject=Take a look at what I'm reading&body=I am reading Generation Carbon. It's time to start. You can get a copy here https://thecarbonalmanac.org/ki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