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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청소년 탄소중립 가치 행동 안내
- 환경감수성 키우미, 탄소중립 이루미 -

(`21.10.21.,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청소년의 환경감수성 증진이 탄소중립사회의 근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가치 행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
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다양한 실천
거리를 준비하였사오니 귀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운영개요

 □ 사 업 명: 제1차 청소년 탄소중립 가치 행동

 □ 운영기간: 2021. 11. 1. ~ 12. 5.

 □ 대    상: 전국 초중고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

 □ 주요내용: 모바일 App을 활용한 주간 미션 수행 및 인증

 □ 참여보상: 우수참여 시상Ⅰ(개인 50명), 우수참여 시상Ⅱ(단체 9팀),

               청소년 환경활동가 인증서 발급

 □ 문의전화: 063-540-5673, 5653, 5671

2. 활동미션

  ▶ 미션 숙지→실천 모색→실행→인증(모바일 App을 통해 안내 예정)

<1주> 줄이기 <2주> 고르기 <3주> 바꾸기 <4주> 가꾸기 <5주> 버리기

플라스틱 없는
일주일

From 로컬푸드
To 홈푸드

컵라면 대신
봉지라면

환경동화
(플로깅+정크아트)

버리스타
(올바른 분리배출)

플라스틱 소재의 생
수병과 빨대를 사용
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며 나만의 방법
과 대체품을 어플로 
인증한다.

가족이 함께 로컬푸드

를 중심으로 장보기를 

실천하고 이를 가정에

서 요리하고 식사하며 

어플로 인증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일

회용품을 유발하는 

컵라면 대신 봉지라

면을 선택하고 어플

로 인증한다.

플로깅을 통해 필요한 

소재를 수집하고 이를 

소재로 환경관련 메시

지를 담은 사진 작품

을 만들어 인증한다.

투명PET 별도배출을 

비롯하여 비우고, 헹

구고, 분리하고, 섞

지 않는 실천을 인

증한다.

(3회 이상_택1) (2회 이상) (2회 이상_택1) (1회 이상) (2회 이상)

음쓰 읎으 용기내 챌린지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기

가정과 학교에서 음식
물쓰레기 배출을 줄이
며, 식사 전후의 식기 
사진을 인증한다.

음식 포장 시 일회용품 

대신 집에서 준비한 다

회용 용기에 담아오는 

모습을 어플로 인증한다.

마스크를 버리는 올

바른 방법을 알아보

고 실천하는 모습을 

어플로 인증한다.

(3회 이상_택1) (2회 이상_택1)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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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방법

 가. 교사 및 지도자(양식 작성)

- 작성방법: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 작성

- 본 양식은 학교 및 단체별 참여 통계와 

시상에 활용되며, 청소년 개인의 참여신청은 

별도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접
속
코
드

및

주
소 https://forms.gle/pUK9aPEzyJbTJSCFA

 나. 청소년(개인별 신청서 접수)

① 모바일 App 설치 ②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 ‘지구공’검색하여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App 내 배너 → 구글폼 작성)

➡

③ 미션 실천 및 참여 인증 ④ 우수참여 시상

- App 내 안내를 따라 주차별 
미션 실천 및 참여 인증

- 주차별 개인 시상 및 
  종료 후 단체 시상

- 단체 시상: 9팀 내외
  ➡10만원(먹거리 쿠폰 형태)

- 개인 시상: 50명 내외
  ➡백팩, 랩탑파우치, 바게트백 등
    (재활용 소재 친환경 상품)
  ➡지구공 쇼핑포인트 2만점
    (2만원과 동일 사용)

  ※ 봉사활동시간 인정 필요 시 별도 문의

https://forms.gle/pUK9aPEzyJbTJS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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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사항

 □ 운영흐름

  ‘탄소절감 목표 달성 시 사회공헌기금 기부로 이어집니다.’

① 미션 활동 ② 시상 및 독려 ③ 목표 달성 ④ 사회공헌기금 기부

-모바일 APP을 통
한 실천 및 인증
 (협업 얼씨주식회사)

-시상 및 단체 대항을 
 통한 참여 독려
-봉사활동시간 부여
 (사전 신청자 대상)

-누적 탄소절감량 
 2t 달성
-참여인원 
 2,000명 달성

-참여목표 달성 시 
농생명센터에서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합니다.

ㆍ기부금: 3,000,000원

ㆍ대  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ㆍ기탁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바일 App을 이용한 손쉬운 참여’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UuGsK-Iggoo

https://youtu.be/UuGsK-Ig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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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청소년 탄소중립 가치 행동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