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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팀명 활동주제 활동지역

1 그린토피아
고등학생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돕는 챌린저스 프로그램 

청소년 행동개선 캠페인# # #
경기도 안성

2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피해 시민제보 및 가로수 아카이브 제작 공론화, 

가로수가지치기 시민모니터링 공론화 정책제안# # # #
전국

3 가자 한강으로
강서에서 강동까지 한강 야생조류 시민 모니터링 프로젝트

한강 야생조류 시민모니터링 생태계보호# # # #
서울

4 공기네트워크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변화의 거점 녹색 캠퍼, ‘

스 만들기 프로젝트’ 

대학생 그린캠퍼스 기후위기 캠페인# # # #

서울

5
그린독

green dog

주민들과 함께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우리 동네 공장을 모니터링하고 공

장지도 만들기

화학물질 안전 알권리 시민모니터링# # # #

경기도 화성

6
기후변화와 젠더 

풀뿌리 집담회

풀뿌리여성들과 기후위기와 젠더 문제를 함께 성찰하고 서로 배우는 

에코페미니스트 연대기<2020 >

에코페미니즘 네트워크 기후위기 # # #

전국

7 기후 살림
성경 속 기후변화 이야기를 담은 영상 제작 및 상영회 진행

기독교 환경교육 영상제작# # #
서울

8 녹색교통운동
자전거를 타면 줄어드는 온실가스 양을 시각화하는 방안 찾기

자전거 온실가스감축 녹색교통# # #
서울

9
녹색연합 

지구별여행자

비행기 기내서비스에서의 회용품 사용에 대한 조사 및 이를 줄이기 위1

한 시민 청원 진행

항공산업 일회용쓰레기 시민청원 정책제안# # # #

전국

10 녹색의자
폐현수막을 활용한 에코 캠핑 의자 제작 및 발송 프로젝트

폐현수막 업사이클 캠핑의자# # #
서울

11
놀이터를 고민하는 

포항 엄마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활성화 놀아야놀이터< >

놀이터 공동체# #
경상도 포항

12 농촌살리미

귀농 청년들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 농촌 그리고 땅은 <

내가 살린다 제작!> 

귀농 청년 공동체 영상콘텐츠# # # #

경상도 영주

13 누리 약국

환경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 처방전 알약사탕 캠페인 당신의 환경 & <

인식을 처방해드립니다>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 # #

인천

14 달팽이 SEE
마을이 함께 가꾸는 재활용 화분 길 꽃길따라 학교가자< >

공동체 업사이클링# #
서울 중랑구

15
더불어숲

작은도서관

마을 도서관에서 벌이는 지속가능한 지구마을 지키기 모임

마을도서관 공동체# #
울산



16 먹거리정의센터
먹거리정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부엌 투어

마을밥상 먹거리운동 공동체# # #
전국

17 무시레기

세대 인 가구들에게 제로 웨이스트를 장려하는 소셜 미디어 및 2030 1

챌린지 캠페인 운영

청년 인가구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콘텐츠제작# #1 # # #

전국

18
문산수억고 

해바라기

지구온난화의 심각서을 알리기 위한 지구장례식 퍼포먼스

청소년 지구장례식 캠페인# # #
파주시 문산

19 베지쑥쑥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불어온 풀씨 하나 대학 학풍을 바꾸다 기후위기에 , . 

대응하는 교내 행사 개최

대학생 채식 캠퍼스 캠페인 기후위기# # # # #

서울

20 봉주노

우리 동네 수달과 삵 을 지켜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굿즈 제작 크‘ ’ ! 

라우드 펀딩

청소년 생물다양성 캠페인# # #

경기도 화성

21 사막여우
마을 책방에서 진행되는 환경 예술가 대중 강연 환경 더하기 예술< >

마을책방 환경예술 공동체# # #
경기도 과천

22 사실농부
청년들의 도시 농사 밥상 모임 사실 지구인, < , >

청년 농사 밥상 공동체# # # #
서울

23 사이
청주 청년들의 마을 채식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채식 지도제작 지역 청년# # # #
충청도 청주

24 싱글벙글
남원 지역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현황 조사 및 주민 간담회

마을장터 쓰레기줄이기 정책화# # #
전라도 남원

25 쓰맘쓰맘

포항 동해 바다의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쓰레기 문제를 공론화, 

하는 프로젝트

해양쓰레기 캠페인 공동체 정책화# # # #

경상도 포항

26 에코핀
제주 바다숲을 기록하고 지키는 다이버 활동가들의 에코핀 프로젝트

해양생태보전 스쿠버다이빙 조사 콘텐츠제작# # # #
제주도

27
원주 퍼센트 n

활동가 테이블

원주 세제소분샵 운영을 통한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알맹 생생마켓< @ >

소분샵 쓰레기줄이기# #
강원도 원주

28
인천생태 아카이브 

구축

인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모니터링자료 아카이브 구축

생태모니터링 아카이브# #
인천

29 적정기술랩
디지털 제조 기술을 활용한 고쳐쓰기 프로젝트3D 

쓰레기재활용 환경교육 # #3D #
서울

30 지구락스피릿

환경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라디오 지구락스피릿 위험에 빠진 지구를 지< : 

키기 위한 울림 강북, FM Volume Up!>

라디오 환경이야기 마을방송 공동체 # # # #

서울 강북구

31 지구봄 프로젝트

환경과 지구 지속 가능한 삶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소개하고 함께 공존, , 

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지구봄 프로젝트

환경다큐 상영회# #

인천

32 청년기후학교
기후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배움 학교

기후위기 청년모임 강연 # # #
서울



33 청년창작집단ㅁ
환경문제를 다룬 낭독극 오늘의 내일 내일의 어제< , >

청년 예술 낭독극 캠페인# # # #
대구

34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청소년 노동 안전 워크숍 정책화# # # # #
서울

35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기후위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기 상 청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는 청< . . (

소년 모임 부천 청소년자원봉사학교: YMCA )>

청소년 기후위기 인식개선 캠페인# # # #

경기도 부천

36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청주시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 전수조사

태양광에너지 시민모니터링 간담회 햇빛발전# # # #
충청도 청주

37 프로젝트P

기후 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 세계 대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출10

판 프로젝트 지구를 지키는 대들< 10 >

대 기후위기 도서출판#10 # #

전국

38 플라스틱 아웃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형할인점 내 식품용기 사용 실태 조사

대형할인점 플라스틱 모니터링 정책화# # # #
서울

39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

감정노동으로 인한 집배원노동자의 소진 예방 집단프로젝트 우리 함께 <

스트레스 행복감 off, on>

집배원 노동안전 감정노동# # #

경기도 화성

40 환경빛그림자극
빛 소리 색을 활용한 어린이 환경교육 환경빛그림자극 및 키트 제작, , < > 

환경교육 그림자극 교육 교구제작# # # #
서울

41 회현의 아가들
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분리수거장 만들기

청소년 분리수거 정책화 쓰레기줄이기# # # #
전라도 군산

42 Love Flows
하천 연결성 회복을 위한 개 보 해체 프로젝트100

하천회복 조사 캠페인 생태복원# # # #
전국

43 PARKDIVE

명의 스쿠버를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활동가로 양성하는 환경교육 100

프로젝트

해양생태보전 스쿠버다이빙 국립공원# # #

서울

44
융합교육SW

교사연구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한 학습자료 나비효과 개발< > 

환경교육 보드게임 교구제작# # #
경상도 의성

45 This way
쉽고 단순한 재난대비 교육 콘텐츠 제작

재난 안전 교육콘텐츠제작 워크숍# # # #
전국

46 TMI

쓰레기 줍기와 달리기를 결합한 플로깅 캠페인 및 플로깅 물품 대여 지‘ ’ 

원 쓰담 대여소 운영‘ ’ 

플로깅 캠페인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 #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