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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지구, 행복한 지구 만들기! 

캠페인 



1941-1950 

지구온난화 예측 시뮬레이션  
Images provided by CCSR/NIES/FRCGC/M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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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hanges since 1900 

지구온난화 예측 시뮬레이션  
Images provided by CCSR/NIES/FRCGC/M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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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hanges since 1900 

지구온난화 예측 시뮬레이션  
Images provided by CCSR/NIES/FRCGC/MEXT 



 

캠페인?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을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기후방지 캠페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캠페인 

 2012년 대전에서 시작. 

 3년간 대전시민 1200여명이 함께. 

 대전시 3년 열지도 자료 축적. 

 환경운동연합 전국 50개 조직으로 확대 예정. 

 향후 대한민국 지구온난화, 열섬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축적 할 예정. 

 

 

 



 

환경운동연합 지역 조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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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방법 1. 언제? 
 

 기온 측정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8시 50분에 
                      지점으로 나가 9시에 측정된 값을 읽는다. 

 
방법 2. 어디서? 
 

 고정 지점 - 고정된 장소 (분류-투수층, 불투수층 확인 후 측정) 

  ※장소 : 앞서 지정된 178지점  

 자유 지점 - 집 주변의 실외를 측정 지점으로 정하기. 
   ※장소 : 대로변, 집 근처, 공원, 놀이터 및 공터,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방법 3. 어떻게? 
 

 측정된 기온 값 올리기- 문자나, 홈페이지 게시된 주소를 클릭! 작성 제출한다. 



언제? 
매 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1) 8시 50분에 그 지점으로 이동 도착한 뒤 
2) 10분 정도 대기합니다. 
3) 이 후, 9시에 측정된 온도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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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 2015년 5월 

2015 350 캠페인 온도 측정일 

2015년 4월 5일 일요일 

2015년 5월 2일 토요일 

2015년 6월 6일 토요일  

2015년 7월 4일 토요일 

2015년 8월 1일 토요일 

2015년 9월 5일 토요일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2016년 1월 2일 토요일 

2016년 2월 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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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앞서 지정된 178지점  

 자유 지점 - 집 주변의 실외를 측정 지점으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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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ㅇ고정지점 – 178곳 
고정된 장소 (분류-투수층, 불투수층 
확인 후 측정) 
 
 ㅇ자유지점 – 152곳  
집 주변의 실외를 측정 지점으로 정
하기. 
   ※장소 : 대로변, 집 근처, 공원, 놀이터 및 공
터, 아파트 밀집지역 등. 

 

대전 지역 

총 330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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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측정 방법  

1. 온도계 유리를 손으로 잡지 않는다. 

2. 온도계는 바닥과 1.5m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다. 

3.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한다. 

4. 8시 50분에 자신의 지점으로가 10분 후 측정된 값을 읽는다. 

5. 눈금을 읽을 때는 빨간 액체의 높이와 눈높이를 맞춘다. 



온도 측정 값 올리기(인터넷) 



온도 측정 값 올리기(인터넷) 



온도 측정 값 올리기(인터넷) 

연락처 

생년월일 
(봉사시간 부여시 필요) 

측정자 이름 

측정지점 

투수층, 불투수층 



온도 측정 값 올리기(인터넷) 

측정지 상세주소 
(지도에서 검색가능한,
상호, 지번 등) 

궁금한 점, 건의사항 

측정한 기온 



온도 측정 값 올리기(인터넷) 



온도 측정 값 올리기 





온도 측정 값 올리기(스마트폰) 



온도 측정 값 올리기(스마트폰) 



온도 측정 값 올리기(스마트폰) 



 



 



매 월 달라지는 

        깜짝 미션! 



집 주변의 오염된 환경의 모습 



그리고 좋은 환경의 모습 

불쌍하거나 행복한 환경의 모습을 찍는 

깜짝 미션! 



수행한 미션으로 그리는 협동 지도 



4월의 미션: 350참여 인증샷! 

• 세계의 친구들과 350캠페인

을 함께 하세요! 

• 350과 함께 지구를 위한 메

시지를 담아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면 미션 완료! 



지구를 위한 24시간 

여름, 겨울 환경캠프 



여름환경캠프 



겨울환경캠프 



가정 에너지 진단사 

양성교육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대전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1 



1365 사이트 가입 
(www.1365.go.kr)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혜택 



대전환경연합의 회원이 되면? 

①  프로그램의 우선 참가 혜택 

②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할인된 참가비로 참가 

③  환경연합의 전문 자료 이용 가능 

④  전국의 환경소식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메일, 우편) 

⑤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⑥  무엇보다 우리의 환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