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환경 멘토링  

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대학생 플라스틱 제로 환경
멘토링 사업’의 일환  

2. 서울/천안과 아산 2개 그룹으로 실시 

3. 활동 기간 : 10월 16일(토)~11월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활동 내용 

1. 10월 17일(일)~10월 30일(토) 2주간 매일 모니터링 
 

2.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한 업로드  https://bit.ly/플라 

3. PC 및 모바일 가능 

4. 구글 스프레드 시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필수  

5. 모니터링 내용 입력은 매일 자정까지  



포장 및 배달용기 : 포장음식, 배달음식에서 나온 비닐 및 플라스틱 
 
생활 용폼 : 화장품, 세안용품, 문구, 완구, 세제 용기, 플라스틱 수저, 빨대 등 
 
식품포장(일반) : 음식을 포장한 비닐 및 플라스틱, 티백 
 
식품포장(음료) : 3번을 제외한 음료를 포장한 비닐 및 플라스틱(생수, 음료수) 
 
포장재료 : 에어캡(뽁뽁이), 비닐랩, 비닐봉지, 식품 외 상품 비닐포장 봉투, 플라
스틱 트레이, 아이스팩 등 
 
기타 :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용기, 담배 등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종류 구분 



뚜껑과 몸통은 합쳐서 1개 (몸통 종이, 뚜껑 플라스틱인 음료컵은 1개)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다회용 플라스틱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그날 배출했는지’가 기준.  
복합재질(ex_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프라이팬)도 1개 
플라스틱 몸통과 라벨은 각각 1개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식음료품(음료) 4개) 

(식음료품(음료) 2개) ▶ 



당일에 배출한 플라스틱을 한데 모아 촬영 OK 
배출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콜라주 이미지 만들기 OK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사진 촬영 



포장 및 배달 1개 
생활용품 2개 
식품포장(일반) 1개 
식품포장(음료) 4개 
포장재료 1개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식품포장(일반) 6개 
포장재료 3개 



포장 및 배달용기 2개 
생활용품 1개 
식품포장(일반) 10개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플라스틱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식품포장(일반) 1개 
식품포장(음료) 2개 
포장재료 1개 



플라스틱 줄이기 스트레스 수치 측정 

1. 7가지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행동 1회씩 실천 
2. 실천 중 느낀 스트레스 지수의 수치화 
3. 14일 중 자유롭게 실천  

1회용 플라스틱 컵/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용기내 캠페인 
배달/포장 음식 플라스틱 

 쓰레기 세척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1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기 생수 사지 않기  

플라스틱 쓰레기 
업사이클링 



1회용 플라스틱 컵(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카페에서 텀블러나 개인컵 이용 

용기내 캠페인 
ex) 음식 포장 사진 

배달음식 플라스틱 
 쓰레기 세척 

ex) 설거지 하는 사진, 세척 후 사진

 
 
 
 
 

플라스틱 줄이기 스트레스 수치 측정 



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ex) 장바구니 및 에코백 사용,  

신문지로 포장, 비닐봉투 거절하기 
1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기 생수(병물) 사지 않기  

수돗물 마시기, 수돗물 끓여 마시기
운동하러 갈 때  

물병이나 텀블러 지참하기 

플라스틱 줄이기 스트레스 수치 측정 



플라스틱 쓰레기 업사이클링 2020년 대학생 활동 사례 

기간 내에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업사이클링 시도해보기 
그럴듯한 물품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시도해보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세요.) 

플라스틱 줄이기 스트레스 수치 측정 



봉사시간 인증 

1. 모니터링 1회당 VMS 봉사시간 1시간   
매일 자정 이후 전날 입력내용 확인) 

2. 스트레스 지수 응답 1회 당 1시간  

3. 입력내용은 ‘천안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모니터링’ 



일정 – 멘토링 활동 

조별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멘토) 
 
멘토링 활동 장소 및 일정은 자율적으로 선택 

대면 활동 : 1시간 당 봉사시간 2시간 인정 
비대면 활동 : 1시간 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3. 대면 활동시 천안녹색소비자연대 강당 사용 가능(사전 연락) 

4. 비대면 활동시 줌 이용-멘토가 요청하면 사무국 아이디 공유 

5. 모든 대면/비대면 활동은 사전에 사무국에 보고  



일정 – 멘토링 활동 

1. 활동 후에는 활동보고서 작성 
 

2. 활동보고서 및 각종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시 
 

3. 작성 및 제출은 대학생 멘토 담당 
 

4. 제출 gragenda9897@daum.net  



멘토링 활동-과제1 <청소년 플라스틱 배출 조사> 

청소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 설문조사지 작성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바탕으로 10개 내외의 문항 작성 

10월 24일까지 제출 

사무국에서 취합 후 최종 설문조사지 확정 

이후 온라인 설문 진행  



멘토링 활동-과제2 <환경도서 함께 읽기> 

함께 읽을 책 선정  
대상 : 국내 출판 환경도서(어린이 도서 제외) 
10월 30일까지 도서명 사무국에 보고  

진행 방식은 자유 
참가자별 20자평 및 별점 부과는 기본   

모임 중 최소 1회는 사무국 참여  

완독 후 11월 20일까지 활동보고서 제출 



멘토링 활동-과제3 <온라인 캠페인 슬로건 만들기>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온라인 캠페인 슬로건 만들기 
개 조가 1개의 슬로건 제출  

한글, 영어 모두 가능  

2. 11월 13일까지 사무국 제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슬로건 선정 
선정된 조에게 상품 증정  
최종 슬로건은 SNS 프로필 바꾸기 캠페인에 활용  

슬로건 예시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지구의 날 “Restore our earth” 

5회 자원순환의 날 “쓰임, 그 이상” 



멘토링 활동-과제4 <제로웨이스트샵 방문> 

천안 최초 제로웨이스트 상점 ‘푸른별 상점’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46(삼룡동) 

~토 11~19시 / 일요일 12시~17시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방문 후 상점 대표 인터뷰 
인터뷰 질문은 기본 3개 제공, 7개는 조별 자유 선정 
질문은 최소 10개 이상 

상점에서 제로웨이스트 기념품 수령 

방문기간 : 11월 20일까지  
11월 21일까지 인터뷰 보고서 제출 



활동 보고회 

1. 11월 27일(토) 오전 10시~11시/11시~12시(예정) 
 

2. 오늘 할 일 
조 이름 정하기 
대략적인 일정 정하기 
조별 첫 모임 잡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