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8기 선정팀

No 팀명 활동주제 지역

1
BTS

(Blue Turning 
Start)

비치코밍으로 유리조각을 모아 업사이클링하는 청소년 동아리 운영 전라도 완도

2 Circle A 사용하지 않는 악세서리를 수거하여 리뉴얼 작업 및 워크샵, 전시 진행 전국

3 ECO-CRI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도서 제작 및 배포 울산

4 UP 포레스트 대구 청년들이 모여 업사이클링 옥상 텃밭 만들기 대구

5 경기 기후위기 
기록단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 의회 기후위기 대응 활동 모니터링 경기도

6 공룡(用)장난감 아파트 가정의 안 쓰는 장난감 수거하고 공유하는 공간 운영 세종

7 공존연구소 버그호텔 DIY 키트 제작 후 배포 및 전시회 개최 부산

8 그림 그리는 정원사 교정의 나무를 관찰하여 나뭇잎 식물도감 만드는 놀이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 수원

9 그림숲 숲 그림책 테라피 활동 진행 및 안내 책자 제작, 배포 서울

10 글로벌 자원 플러스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여 해당 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우수 사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서울

11 꼬북이자원순환
활동단 어린이가 환경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 기반 환경놀이책 제작 경상도 창원

12 노마드 선미촌 폐자재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위한 집과 장난감 제작 전라도 전주

13 누가 내 가게에 
똥쌌어 분변받침대를 위한 제비 둥지 모니터링과 재래시장 홍보 활동 충청도 예산

14 다시서점
재건축 예정지인 방화6구역의 나무들을

시민들과 함께 조사 및 아카이빙하고 영상 제작
서울

15 닥터구리팀 노랑배청개구리 생태교육 워크숍 진행 및 홍보 동영상과 이야기 책 제작 전라도 익산

16 도토리를 부탁해 도토리 발아 패키지 구성하여 전국 배포 및 성장 과정 공유 플랫폼 기획 부산

17 둥글게둥글게 아파트 노인정 분들이 삶을 통해 경험하였던 기후변화 인터뷰 및 작은 실천 지원 경기도 고양

18 로레인
안 입는 옷으로 나만의 아이템을 만드는 가이드 키트 개발을 통해

옷 수리 커뮤니티 형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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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모두배움터 야외 공원에서 환경 티어링 및 기후변화 실천 놀이 진행 서울

20 모여가지구 기후변화 대응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인터뷰 및 활동가 워크숍 진행 경기도 의정부

21 미스터리 그리니부서 환경 놀이 콘텐츠 및 지역 쓰레기 업사이클링 키트 제작 강원도 원주

22 보라매교육공동체 학교와 마을 내 환경자원을 콘텐츠로 하는 보드게임 개발 및 진행 서울

23 비록 프로젝트 생태적인 삶이 녹아든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공유 워크숍과 축제 개최 전국

24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성북구 시민들과 쓰레기 자원을 재활용한 예술 작품 
및 자기표현 결과물과 감축 활동을 전시

서울

25 사직동그가게,
나주에서 지역 기반 씨앗 명상, 로컬푸드 유랑, 음악회 활동 진행 전국

26 새새벽 재생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시하여 재생지의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 경상도 울릉도

27 세이브더울릉 시민들과 플로깅 후, 쓰레기 아트와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포 및 전시 진행 서울

28 식물특별시 식물기반 자연탐험 키트 개발 및 시연 전라도 나주

29 아마씨 
지역 내 다회용기 도시락 케이터링 추진 및 

식당 내 쓰레기 줄이기 활동 기록
전라도 순천

30 안양시민 토토즐 우리마을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를 위한 상설 시민 원탁토론 운영 경기도 안양

31 알바상담소 노동자 대상 그림 집단상담 치유 프로그램 진행 서울 마포구

32 유어스텝 시민들과 자원순환, 기휘위기 대응 활동가가 만나 작은 실천을 도모 광주

33 이루리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활동 교육 교재 및 교사 지침서 개발
전국

34 이봄교육공동체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교육 및 프로젝트 진행 인천

35 잇는이들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야외 조깅 워크숍 및 배리어프리 운동 서울

36 잇츠그린
천연 화장품 만들어 리필하는 활동 및

지역 리필스테이션에 화장품 레시피 책자 배부
경기도 성남

37 작은 지구를 위한 
실험실 제로웨이스트 실천 정보를 수집하여 전시 형태의 인포숍 운영 경기도 수원

38 재작소 자가 수리 워크샵 운영 및 관련 지식을 담은 아카이빙 북 제작 및 확산 대전

39 전환마을부엌 밥풀꽃 제로웨이스트 식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연회 개최 및 프로젝트 진행 서울

40 채식하루 채식 옵션 가이드라인 제작 후 음식점 전달 및 모니터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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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 주민들의 기후변화 영향 심층 인터뷰 충청도 천안

42 초록별동대 마을 주민들과 생물종다양성 보호 및 외래종 침입 방지 활동 경기도 오산

43 춘천이좋다 춘천시민과 학생들과 함께 생태도감 제작 강원도 춘천

44
카페인웨더

(cafe in weather)
홀로서기

친환경 그린 카페 만들기 프로젝트 리얼 다큐영상 촬영 및 배포 서울

45 콩쥐와 파치
기후위기, 식량주권, 우리 먹거리의 생산-소비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전시, 캠페인 활동
제주도

46 푸체국
(푸드 우체국)

음식 관련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미션을 시민들과 함께 도전하고
관련 내용을 알리는 ‘푸드레터’ 제작

전국

47 플랜트액트
(Plant-act) 로컬푸드의 무포장 선진지 견학과 실태조사 후 캠페인 진행 전라도 완주

48 한걸음 두걸음
지역 내 골목 줍깅 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를 

분석 후 공론화하여 대안 제시
서울

49 한리네 폐한복 및 자투리 원단 업사이클링 무드등 제작 및 캠페인 진행 부산

50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청년위원회 북한 해양 쓰레기 온라인 강의, 인터뷰 진행 및 공론장 개최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