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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풀씨 사업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 팀을 선정합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46 .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번 팀명 활동주제

1 가야동태 충남 가야산 일대의 생태 및 동식물을 조사하여 생태지도 발간 보존 캠페인 진행, 

2 공공 하는청년公共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여행 기획 및 진행

3 그린토피아 교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텀블러 음료 나눔 캠페인

4 그린플라워 캠퍼스 인근 카페 내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텀블러 공유 시스템 우리컵 프로젝트< >

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라디오 기대라( ) 기후변화를 쉽고 재미있게 다루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라디오 팟캐스트< > 

6 노노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 저감을 위한 카페 직원들용 제로 플라스틱 비즈니스 교안 제작

7 노동과건강연구회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보도 경향과 산재사고 보도준칙의 필요성 검토 제안, 

8 녹색연합 기후증인팀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이들의 증언대회 기후변화의 증인들 개최< > 

9 누리보듬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맞춤형 도시공원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10 당장멈춰TV 노동 안전 보건 분야의 피해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프로젝트· ·

11 도숲도숨 도시에서 잃어버린 생태 감수성을 찾기 위한 생태예술 교육 프로그램 도숲도숨 가을편< > 

12 로테이트 해변과 도시의 쓰레기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며 이야기해보는 업사이클 아트 프로젝트

13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공기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줄이는 실내식물 시민교육< > 

14 박영주 대학 환경을 고려한 표준화된 대학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화

15 발암행동 화학안전 정책포럼 시민과 노동자의 화학물질 정책 생산을 통한 화학 안전 공론장 운영: 

16 베르데 자동차 햇빛가리개를 활용한 환경캠페인 확산 프로젝트 무빙그린 캠페이너< >

17 베지쑥쑥 패스트패션 공장식 축산업이 야기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 문화를 찾아 빈티지북 제작, 



18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의 특성을 살린 미세먼지 강좌 및 현장교육 저감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19 북센스 출판사 나도 환경책 작가가 될 수 있을까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작가되기 코칭 교육: 

20 살리다 프로젝트 도시에서도 재밌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공유 확산하는 모임 개최 , 

21 살림살이 자연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일상품 개발 및 보급 지역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 

22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서울형 환경교육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과 생태윤리 포럼 개최

23 수풀래 외형적 결함으로 버려지는 급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플리마켓 개최 B

24 숲속의식탁 전기 없이 살 수 있을까 자연 에너지로 채우는 식탁 모임? 

25 스튜디오 끽 버려지는 과일과 채소를 이용하여 메뉴를 개발하고 시식하는 팝업 레스토랑 운영

26 쓰레기덕질 일회용컵 보증금제 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 플라스틱 컵주간 컵파티 국회의원 간담회 , , 
개최 

27 에코빌리지 안동시민들과 함께하는 재활용 교육 및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

28 에코코 담배꽁초가 야기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생산자 책임 촉구 
퍼포먼스 개최 

29 에코크리에이티브클럽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중 환경호르몬 노출 피해를 줄이는 환경호르몬 보드게임 개발

30 여성 방문노동자 
노동실태 연구팀 중년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 연구하고 결과 홍보·

31 오늘의 행동 헌 물건 기증으로 사람들 간의 새로운 관계회복을 돕는 공유 박스 오프닝 박스 보급< > 

32 인수봉숲길마을 수다방 플라스틱없는 씨앗 나눔 종이죽으로 만든 씨앗나눔 칩과 모종컵 제작 및 보급 : 

33 주식회사 피스온테이블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강좌 운영 및 관련 커뮤니티 형성

34 지구를 살리는 
초록실천팀 지역 내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현황 시민 모니터링과 시민실천 촉구 캠페인 진행

35 지구인입니다 환경 관련 습관을 쉽고 재미있게 길러주는 스마트폰 앱 개발 및 홍보

36 칠사모745 수원 칠보산 생태지도와 옛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제작 및 공공기관 배포

37 카페라떼클럽 지역 카페 주민 주민센터가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캠페인 카페라떼 한 잔이 만드, , <
는 변화>

38 펠롱펠롱 제주바다 제주 해안의 플로깅 비치코밍이 연계된 에코 레저형 관광 상품 개발 운영, , 

39 푸른 바다 부산 연안 쓰레기 모니터링 및 교육 워크숍 개최 , 

40 하리 채식을 개인이 쉽게 지속할 수 있게끔 돕는 요리 레시피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보급 

41 환경정의 환경소송에서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개최



42 ECO DISH 배달 외식업체들에게 다회용기 대여 수거 세척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배달음식 일회, , 
용품 사용 저감 유도 

43 Minimize Impact 교환 수선을 통해 대체경제 감각을 회복하는 물물교환 수선파티 수선장, < >

44 sea guard mom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조사 실천해보고 동화책으로 엮음, 

45 TAP TAP 숙박시설의 일회용 생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탭워터 리필 서비스 시범 운영

46 UNAI ASPIRE 
고려대 지부KOREA 일상 속 환경 행동 실천을 참여하고 인증하는 캠페인 풀씨 고숲 인증제 프로젝트: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