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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천하는미지존

우리 미얀마팀은 내부에서는

불도 항상 끄고 다닙니다.에어컨을 외출 시 끄고 . 안쓰는 콘센트도 뽑고



01 실천하는미지존

우리 미얀마팀은 내부에서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합니다

청소기 대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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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얀마팀은 외부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를 사용하거나 걷습니

다.

순천역에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한다. 



01 실천하는미지존

우리 미얀마팀은 외부에서는

350ppm을 알리기 위해 순천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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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데이터를

꺼 놨습니다.

우리 미얀마팀은 또한

사용한 비닐과 페트병
으로 에코브릭을 만들

고 있습니다.



02  에코브릭

내용입력해주세요

여기에는내용을입력해주세요

여기에는내용을입력해주세요

여기에는내용을입력해주세요

내용입력해주세요

여기에는내용을입력해주세요

여기에는내용을입력해주세요

여기에는내용을입력해주세요

에코브릭이란?잠깐!

과자봉지, 뽁뽁이, 빨대등의비분해성쓰레기를채운플라스틱병

쓰레기를태울때많은탄소배출이발생하기때문에에코브릭을만들어재사용함



02  에코브릭

에코브릭사용의예



03 350ppm에대한시민인식조사결과

우리 미지존은 발로 뛰어다니며 시민들의 350ppm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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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배출량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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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루 기준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0ppm 250ppm 300ppm 350ppm 400ppm

16%

30%

22%

16%

16%



3. 과한 탄소배출로 인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

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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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실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

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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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필요 없는 비닐봉지는 받지 않는다. 

집에서 텃밭을 기른다.

2km이하는 걷는다. (지하철 두 정거장쯤, 30분 거리)

개인 컵(텀블러, 머그컵 등)을 이용한다. 

안 쓰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다.

16%

6%

2%

10%

18%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세수/양치할 때 물을 받아 쓴다. 

샴푸를 정량만 사용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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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

2%



04 소감

350ppm을 인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중 에코브릭을 하며 작은 페트병 하나에 많은
쓰레기가 담기는 것을 보고 이만큼의 쓰레기를
내가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불 끄기와 에어컨 끄기, 분리수거는 평소에도 실천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서 뿌듯했다. 그리고 에코브릭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에코브릭이 보기와는 다르게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캠페인을 하기 전에 너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가서 그런지 결과는 만족했고 순천역을 방문해주신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했다. 캠페인 설
명 들으신 분들께서 환경에 대해 인지하시고 작은
활동 하나라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연

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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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

평소 공과금을 아끼기 위해 절약하는 것과 탄소 배출량
을 아끼기 위해 실천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다.
그동안 돈이라는 자원만 소중했지, 이렇게 내가 쓰고 있
는 전기와 물이 어디서 와서 탄소를 배출했을까 의심해
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
로 지속가능성을 두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는 쓰레기를 매립할 때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순천시 시민들이 참여해주
어서 이 캠페인이 혼자만의 의미 없는 실천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다시 갖게 되었다.

원래 아침저녁으로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라온아띠에서 350ppm에 대해 교육받
은 후에는 아침에만 짧게 사용하게 됐다. 이렇
게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 350ppm을 실현하고
싶다.

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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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ppm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던 드라이기를 사용하
지 않고 5층 이상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등의 실천
을 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어서 불편한
줄 몰랐다. 그러나 350ppm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하던 것들
을 하지 않으니까 매우 불편했다. 또한 ‘평소에 내가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순천 시민분들이 350ppm에 많은 관심
을 가져 주셔서 만족했다. 모든 사람들이 350ppm에 관심을
가지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유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