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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 for Climate 행사 결과 보고
[ 공개 ]

< 이경민 (18.09.19. 작성) >

1 행사 개요

� 이벤트명 : Ride for Climate 

� 일시/장소 : 2018.09.08.(토) 10:00-15:30 / 서울 여의도 (여의나루역 3번 출구 집결)

� 주최단체: 빅웨이브

� 주관단체: 350.org 아시아지부 (국제 기후변화 NGO)

� 참가단체: 빅웨이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에코로드 단체 (총 15명 참석)

� 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세계 행사 “Rise for Climate (350.org 주최)”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청년 단체들이 자전거 타기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참, 시민들의 인식 제고, 정부에 메세지를 전달.

� 주요일정(실제): 

시간 내용
(7:30)-10:00 빅웨이브 준비위원회 개인별 준비 시간
10:00-10:30 집결 및 자전거 대여
10:30-11:30 오리엔테이션, 팻말 제작
11:30-14:00 Ride for Climate
14:00-15:30 자전거 반납, 점심 뒷풀이

2 세부 사항 

� 세부 이벤트 사항 

지점 장소 담당자 내용
출발지점 여의나루역 현태, 경민 오리엔테이션

1지점 여의도공원 현태 이벤트1 “OX 퀴즈”

2지점 샛강생태공원 영진
이벤트2 “우리가 계절이라면”

이벤트3 “기후변화는...”
(시간 지연으로 인한 생략)

3지점 여의나루역 (생략) 이벤트4 “꽃들에게 배우다”
(시민 모집으로 변경)

4지점 국회의사당 앞 지윤, 민아 피날레
뒷풀이 미정 모두 *여의나루역 한옥집 김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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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 회의 

일정 회의 참석자
2018.05.20.(일) 그린피스 2018 기후행진 빅웨이브 운영진

2018.05.24.(목) 그린피스-빅웨이브-350.org 소개 메일 경민, 손민우(그린피스), 
Mickey와 Liangyi(350.org)

2018.06.03.(일) 빅웨이브-350.org 화상회의(1) 경민, Mickey

2018.07.14.(토)
7월 빅웨이브 운영진 회의

- Rise for Climate, Free Fossil Asia 
추진방향 논의

운영진

2018.08.03.(금) 빅웨이브-350.org 화상회의(2) 경민, Mickey, Liangyi
2018.08.05.(일) 8월 빅웨이브 운영진 회의 운영진

2018.08.06.(월) 350.org East Asia region 화상회의(1)
- Rise for Climate 준비 사항 공유 

경민 외 350.org 
각국 담당자

2018.09.03.(월) Ride for Climate 준비위원회 회의 *Ride 어벤져스
2018.09.08.(토) Ride for Climate 이벤트 진행 행사 신청자

2018.09.17.(월) 350.org East Asia region 화상회의(2)
- Rise for Climate 경험 공유 경민, 현태

*Ride 어벤져스(총 7명): 경민, 현태, 지윤, 재민, 영진, 민, 지은

� Ride 어벤져스 준비물 

� 개인 준비물
- 물, 간식, 점심 도시락(선택) ▸ 빅웨이브 운영진(재민) 과일 후원
- 빅웨이브 및 각 단체의 깃발, 현수막, 팻말 등
- 드레스코드 흰색 티셔츠 

준비물 담당자 예산계획(전) 실제(후)
다이소 우비 15개 경민 취소 (구매 취소)
이면지, 매직, 박스 경민 재민 사비
카메라 및 영상촬영장비 경민, 재민 경민, 재민 개인 물품
꽃 60송이, 씨앗봉투 1개 현태, 재민 지윤, 민아 빅웨이브 회비, 

일부 개인부담포장지, 리본 민아
빅웨이브 깃발 현태, 재민 현태, 재민 기존 제작된 깃발 사용
돗자리 재민 재민 개인 물품
스티커 지윤 지윤 기존 제작된 스티커 사용

이벤트 물품 지윤, 영진, 
재민

지윤, 영진, 
재민, 현태, 
민아, 지은

개인 제작

간이 책상 재민 재민 개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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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추후 논의사항
- 영상 주문제작 ▸ 김영진 제작 

� 개선사항 논의
- 행사 시간지연 미연에 방지 필요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 검토(자전거 재등록, 경로 이탈 등)
- 행사 중간 이벤트 개최에 대한 필요성 및 빈도수에 대한 조정 필요
- Ride for Climate 진행 직후 운영진 및 참석자가 제안한 개선사항:

(1) 시민에게 직접 제안해야 하는데서 참가자 혼란 발생
(2) 일정 급변경으로 인한 준비위원회 간 의사소통 혼선 발생
(3) 종료 시간 준수 필요

- 350.org East Asia region 화상회의에서의 개선사항: 
(1) 예산 마련: 350.org, 학교, 타기관 등으로부터 펀딩 지원, 크라우드펀딩 방안 모색
(2) 시간 마련: 최소 3개월 전 이벤트 참여 의사 확정 및 추진계획 논의 시작

4 기타 사항

� 예산 세부내역

내용 금액(원) 비고대분류 소분류
포스터 제작 100,000원

 빅웨이브 예산에서 사용
꽃 

거베라(소국) 15,000원

빅토리안 
크렛시(장미) 25,000원

유칼립 6,000원

꽃장식 원통유리(꽃병),
크라프트지(포장지) 15,500원

메시지 카드 다이소 카드/스티커 9,000원
총결 17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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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가 사진 (실제)

� 전체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