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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들이 생각하는 3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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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콜팀의 350ppm 

1-2. 실천하는 앵콜팀

1. 에어컨 적정 온도 맞추기 2. 온수 사용 후 보일러 끄기 3. 대중교통 이용하기



1. 앵콜팀의 350ppm 

1-2. 실천하는 앵콜팀

4.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5. 세탁기 사용 줄이기 6.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1. 앵콜팀의 350ppm 

1-2. 실천하는 앵콜팀

7. 국산품 사용하기 8. 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사용하기 9. 분리수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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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0ppm 알리기

2-1. 준비

오모씨(25) / 새벽 4시

“힘들어서 코피가 나더라고요;;… 

눈 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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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준비

돌림판 제작 대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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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준비

O/X 퀴즈판 제작 완성



2. 350ppm 알리기

2-2. 실행

<1번 부스>
350ppm 캠페인을 알고 있다. 

<2번 부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70ppm이다. 



2. 350ppm 알리기

2-2. 실행

<3번 부스> 
바나나의 총 탄소 배출양은 3434g이다. 

<4번 & 5번 부스>
돌려 돌려 돌림판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실천방안



2. 350ppm 알리기

2-2. 실행

350 ppm 캠페인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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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감

정석

정은

350ppm 을 진행하면서 평소 나의 습관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실
천이 가능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의외로 힘들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캠페인
을 진행하며 다양한 실천방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에서도
350ppm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사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것들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런데 350ppm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실천법들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더 확
실해진 것 같아서 좀 더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나 스스로 더욱 경각심을 가
지게 되어 의미있었습니다.



3. 소감

재희

유선

350 ppm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더불어
350 ppm 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알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캄
보디아 앵콜팀의 첫 캠페인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어것 저것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보완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앵콜팀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 OX를 하자 먼저 제안했
는데, 이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간과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
아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게 350ppm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3. 소감

정근

350ppm에 대해 청소년 분들께 설명해줄 수 있
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평소에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나 자신을 반성
하게 되었고, 일상생활 속에 작은 실천으로도 환
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