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선정팀

  재단과 [풀:씨] 사업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44개 팀을 선정합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번 팀명 활동주제

1 귤현동 장바구니 장바구니 공유를 통한 귤현동 마을의 일회용 비닐 사용 줄이기 및 주민네트워크 구성

2 김기정 지역 환경 영화제 개최를 통한 시민 커뮤니티 형성

3 Strow’s 쾌적한 프로야구 응원문화를 위한 1인 플레이트: 야구장 식문화 및 일회용품 사용 개선

4 웰바이 음식물 쓰레기 예방을 위한 마감임박 신선식품 재고정보 공유 앱서비스 

5 새음 장바구니 키트 제작 및 공유 <우리동네 새음가방> 프로젝트

6
그린플러스 

프로젝트팀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한 모래이끼 재배 프로젝트

7 피스윈즈 코리아 재난시 아동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놀이치료 기조의 아동보호 놀이회복프로그램

8 인어스 협동조합 청소년들의 건축물 안전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진설계키트 활용 안전윤리교육

9 샤인임팩트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쓰레기 대란 해결 및 노인 일자리 창출

10 오랜 유해 생활필수품 정보 제공을 위한 매거진형 온라인 셀렉트샵

11 (사)녹색교육센터 야생동물 교육을 통한 생명감수성 향상 및 교육자 양성 과정 <네발로 걸어라!>

12 도시생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알리는 동화 만들기 교육

13
2018 자연덕후 

사진전
자연덕후의 컨텐츠를 전시하는 <2018 자연덕후 사진전>

14 ...ing 폐현수막을 이용한 생리대 파우치 제작 및 재능기부를 통한 환경보호-기부 선순환 활동

15 ㈜러블리페이퍼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노동환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페이퍼캔버스 행복트리> 제작

16 Dear.earth 제로웨이스트, 제로플라스틱 생활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17
Cardboard Baby 

Kit
업사이클링 친환경 신생아 키트 박스 제작을 통한 환경인식 개선 및 폐기물 감소

18 쉐코(Sheco) 해양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피해를 막는 해양 기름 폐기물 회수 로봇 제작

19 샛강사랑회 생분해 애견 배변봉부를 알려 샛강생태공원 생태계를 보호하는 캠페인

20 자몽 해외 플라스틱 금지 정책의 속살 탐방을 통한 <플라스틱 프리> 콘텐츠 제작 

21
에코 레이어 

프로젝트
학교 내 동식물 인식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참여형 게임 제작

22
업사이클링 

실내가드닝

버려지는 자원을 가드닝 재료로 활용하여 순환의 가치를 창출하고 인식을 향상시키는  

교육 진행

23 알맹을 모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지역화폐 제작 및 골목경제 활성화

24
퍼머컬처 디자인

가이드 프로젝트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지속가능한 퍼머컬처 디자인 교육 입문용 프로그램 

개발 및 초등학생용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25 금산행복나누기 폐현수막을 활용한 생활용품, 차광막, 지역 기념품 제작 활동

26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시민행동
전시 및 공연을 결합한, 엄마를 위한 미세먼지 교육행사 

27 Winter Wings
Collecting data and attracting attention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by 

creating a web platform dedicated to winter bird watching in Korea 

28 클리닝데이코리아 지구를 위한 한줄 쓰레기 일기 플랫폼 운영 및 <클리닝데이> 캠페인

29 에너지정의행동 초중고 교과서 속 탈핵,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살펴보기

30 N트로P 온라인 플라스틱 프리 샵을 통한 플라스틱 프리 소비문화 확산

31 도기 세상 친환경 애견 배변봉투 개발 및 친환경 펫티켓 ‘오기도기(吾基都基) 캠페인’ 진행

32 ECOREA
배달음식과 테이크아웃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자-소비자 간 에코 스탬프 

발급 앱 개발

33 원월드프로덕션 일상 속 쓰레기 줍기 활동의 놀이화 및 홍보 캠페인

34 받아쓰기 악기 공유 플랫폼 개발을 통한 대량생산-대량소비 문제 해결

35 에코보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보드게임 개발 및 청소년 환경 교육

36 ecOX3 트렌디한 장바구니 <서스백> 개발을 통한 비닐봉지 사용 감축 아이디어

37 씽킹가든 환경교육용 보드게임 개발 및 유투브 보급을 통한 환경교육

38 업쿨 폐현수막의 시장성 제고 및 원단으로써의 현수막 활용 방안 탐구



※ 목록은 접수 순서에 따른 것으로 심사 점수와 무관합니다.

39
협동조합

매일매일 즐거워
경계선급 지능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소통을 위한 생태적 소통플랫폼 만들기 프로젝트

40 폐의약품 캠페인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인식 개선 캠페인

41 프로젝트 제멋 비일상 축제의 경험에서 일상의 실천까지 돕는 그릇 렌탈 시스템

42 EOTD SNS를 활용한 젊은 세대의 환경 인식 개선 및 친환경 제품 정보 제공

43 미띵작 음료용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 및 분리수거 캠페인

44 물:풀
사회적 취약계층의 환경친화 활동 기회 증대를 위한 노년 맞춤형 이동식 실내 작물 재배 

시제품 제작 및 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