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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탄소)를 이기는 DO2(행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DO2 챌린지(두투 챌린지, 12.1~12.10) 전개

탄중위, 국민과 함께하는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영상 시청하고 탄소중립 실천 인증한
100명에 고체 비누, 대나무 칫솔, 규조토 칫솔꽂이 등 ‘제로웨이스트’ 상품 증정
- 배우 박진희, <2050 탄소중립 밸런스게임> 인터뷰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법 전파
-

탄소중립위원회(민간위원장 윤순진, 이하 탄중위)는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DO2(두투)’ 챌린지 를 진행합니다. #DO2 챌린지는 ‘CO2(이산화
탄소)를 이기는 DO2, I do, too. 탄소중립’의 의미를 담아 ‘나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2050

*

* #DO2 챌린지
∙ (의미) ‘#DO2 챌린지’ : I do too, 탄소중립! 나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다!
∙ (참여 방법) <2050 탄소중립 밸런스게임>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 나왔던
탄소중립 행동 수칙이나 나만의 탄소중립 실천 모습을 인증하면 탄소 절감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꾸러미(고체 비누, 대나무 칫솔, 규조토 칫솔
꽂이 등)와 뱃지를 선물로 증정함 [상세 설명 : 붙임1]
∙ (진행)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2050cnc

□

이번 DO2 챌린지는 ‘탄소중립 주간 (21.12.6.~12.10.)’을 맞아
탄중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을 실천하며 SNS에서 행동을 다짐하고,
메시지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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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는 이에 앞서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
(2050 탄소중립 밸런스게임 인터뷰)을 환경보호 대표 연예인 박진희와
함께 제작했으며, 박진희도 #DO2 챌린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ㅇ 배우 박진희는 2050 탄소중립 밸런스게임 인터뷰를 통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모바일 영수증
사용하기 겨울 추위를 대비해 창틀과 문틈에 바람막이 설치하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행동 수칙을 소개했습니다.
□ 한편 #DO2 챌린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무기한으로
계속되나, 탄중위는 12월 1일(수)부터 탄소중립 주간이 끝나는
12월 10일(금)까지 챌린지 인증을 한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탄소 절감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고체 비누, 대나무 칫솔,
규조토 칫솔꽂이 등)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

▲

▲

▲

▲

▲

붙임

:

1.

챌린지 이벤트 이미지 및 참여 방법
탄소중립 밸런스 인터뷰 홍보영상 화면 끝

#D O2

2. 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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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DO2챌린지 이벤트 이미지 및 참여 방법

D02? I do too, 탄소중립! 나도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인증하고 선물 받자!
탄소 절감을 위해 ‘나, 이것까지 해봤다!’
<탄소중립 밸런스게임> 영상에 나왔던 탄소중립 행동 수칙 중
여러분이 실천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영상 속 행동 수칙 및
여러분만의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인증하면
탄소 절감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과 뱃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예시
1.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2.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 사용하기
3.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4.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5. 모바일 영수증 이용하기
6. 겨울 추위 대비하여 창틀과 문틈에 바람막이 설치하기
> 이벤트 기간 : 2021. 12. 01.(수) ~ 2021. 12. 10(금)
> 당첨자 발표 : 2021. 12. 14(화)
> 참여 방법 :
1) 2050 탄소중립위원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기
2) 탄소중립 행동 중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실천하고 인증샷 찍기
3) 인증샷을 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고 다음 참여자(1~3명) 태그하고
4) #2050탄소중립 #D02챌린지 #탄소중립주간 #더늦기전에_탄소중립 해시태그 달기
> 이벤트 경품 :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탄소중립 뱃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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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50 탄소중립 밸런스게임 인터뷰’ 홍보영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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