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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팀명 활동주제 지역

1 가로수포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아동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캠페인 진행
경기도

2 가볼로지삼총사팀 자원 순환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스토리 만화교재 제작 및 교육 서울

3 공블리 친환경 공심채 빨대 개발 및 체험 교육 진행 서울

4 공존연구소 버려지는 폐목재로 새 둥지 키트 개발 및 달맞이 숲 새 보호 전시 개최 부산

5 궁동산 곤충탐정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으로 지정된 궁동산의 곤충 생태계 기록 및 전시 서울

6
귀농운동본부 
정책연구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법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경기도

7 그린걸즈 생태 관련 전문 지식을 대중에서 전달하고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인천

8 기록감각
가려진 여성 산업재해 문제를 가시화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일터 안전 이야기 기록 및 공유
서울

9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
쌀포대 수집 캠페인 및 재활용 가방 제작 활동 춘천

10
더불어숲페어
라이프센터

쓰지 않는 그릇을 모아 공유하는 그릇도서관 만들기 경기도 화성

11 물음표와쉼표 마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자원순환 지역거점 프로젝트 경기도 용인

12
미래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 
오늘

기후 환경 생태 문제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으로 풀어낸, , 
예비교사 교육과정 개발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 진행‘ ’ 

춘천

13 비코리움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구 제작 및 봉산물을 활용한 밀랍랩 만들기 대전

14 비트윈투제로
못난이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을 통해

버려지는 농산물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 증가 지원
전주

15 삼각구도
친환경 미술용품을 연구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미술 활동연구소 

노나담아 상점 운영‘ ’ 
서울

16 성모신나는일터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깨끗한 지역사회 캠페인 충청도 아산

17 숲뚶
미취학 아동을 위한 재활용품 활용 가족 숲 놀이 활동과 

놀이법 아카이빙 및 공유
서울

18 씨클 투명비닐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클래스 진행 및 자원순환 교육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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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양시 전자기파 

맵 리빙랩
안양시 전자기파 지도 그리기 및 홍보 활동 정책 제안, 경기도 안양

20 와이퍼스 친환경 점포와 함께하는 플로깅 거점 프로젝트 서울

21 용기낸식당 용기낸 식당 앱을 이용한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 프로젝트‘ ’ 서울

22
울주아이쿱

리사이클링팀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 교육 및 체험 활동 울산

23 이머전시워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빗물 재활용 프로젝트 세종

24 이유있는 기후식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꾀하는 환경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서울

25 잇츠그린 폐품을 활용한 리사이클 가드닝 경기도 성남

26 자급연구소 밀양 할매들의 옛 자취를 따라서 순환의 지혜 찾기 자료 모음과 지역 전시‘ : ’ 경상도 밀양

27
작은 지구를 위한 

실험실
다회용 피크닉 용품 대여를 통한 쓰레기 없는 피크닉존 방화수류정 만들기@ 경기도 수원

28 지구로 온 씨앗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플라스틱 대체 육묘용기 실험 및 생물종다양성 확장 실험
전라도 진안

39 지리산 방랑단 지리산 방랑단 다큐멘터리 상영회 및 종 평등 공유회 개최2021 전라도 남원

30 커넥터스랩 지역기초단체 중심의 환경정책 분석 및 정책 제안 서울

31 팩트체크 뉴스톱 안전 보건 환경 이슈 분석 영상 콘텐츠 제작· · 서울

32 풀잎사랑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동네 뒷산의 풍경을 보존하는 활동 인천

33 플랜트버틀러 포항 어린이들이 정원사가 되어 어린이공원을 조성 관리하는 활동, 경상도 포항

34 Ecolection 친환경 선거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022 서울

35
블랙 Lets Go 

화이트 탐험대
환경 어벤져스 지구환경 블랙 화이트 영상 제작& 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