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de for Climate 행사 계획 보고

< 이경민 (18.09.05. 작성) >

1 행사 개요

� 이벤트명 : Ride for Climate 

� 일시/장소 : 2018.09.08.(토) 10:00-14:00 / 서울 여의도 (여의나루역 3번 출구 집결)

� 주최단체: 빅웨이브

� 주관단체: 350.org 아시아지부 (국제 기후변화 NGO)

� 참가단체: 빅웨이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에코로드 단체 (총 12~15명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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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하고자 합니다.

� 주요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10:30 집결 및 자전거 대여, 오리엔테이션
10:30-11:30 Ride for Climate 구간별 이벤트 예정
12:00-14:00 피날레 및 자전거 반납, 점심 뒷풀이

* 일정에 따라 시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세부 일정 아래 참조. 

2 세부 사항 

� 행사 개최 배경

  ⃝ Rise for Climate 헹사 
-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될 Global Climate Action Summit(18.09.12-14)에서 협약당사국들의 

공약 이행과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촉구를 위해 2018년 9월 8일 'Rise for Climate' 행사가 
전세계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s://riseforclimate.org/



 ⃝ Ride for Climate 행사 
- Ride for Climate은 빅웨이브 x 350.org 콜라보 프로젝트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시민사회의 행동에 동참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igwave4cc.org/event
* [붙임2] 자전거 경로 아래 참조 

� 세부 이벤트 사항 

* 구간 별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인 준비물

� 우천 시 계획
- 우천 확률(18.09.04. 기준): 금요일(60%), 토요일(30%)
-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빅웨이브에서 우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비가 내릴 시, 자전거 타기 대신 마라톤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다른 단체에서 아이디어가 있을 시 빅웨이브에 자유롭게 알려주세요(단톡방 활용).

3  향후 계획

� 추후 논의사항
- 이벤트 취지는 사전에 오리엔테이션과 이벤트에서 설명됩니다. 
- 이벤트 참여 결과는 추후에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이벤트에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추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구간 장소 내용
출발지점 여의나루역 오리엔테이션
1지점 여의도공원 이벤트1 “깜짝 퀴즈”

2지점 샛강생태공원 이벤트2 “우리가 계절이라면”
이벤트3 “기후변화는...”

3지점 여의나루역 이벤트4 “꽃들에게 배우다”
4지점 국회의사당 앞 피날레
뒷풀이 (추후 공지) 돗자리 투어, 우천 시 실내 이동

필수 선택 사항
- 각 단체의 깃발, 현수막, 팻말 등
- 드레스코드 흰색 티셔츠 - 물, 간식, 점심 도시락



붙임1  세부 일정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0:00~10:10 집결, 
따릉이 대여

여의나루역 
3번 출구

10:10~10:30 오리엔테이션 여의나루역 근처 ▸ 350.org 비디오 영상
▸ 행사 개요 소개

10:30~11:30

1지점 여의도공원 ▸ 이벤트1 “깜짝 퀴즈”
▸ 다음 미션

2지점 샛강생태공원 ▸ 이벤트2 “우리가 계절이라면”
▸ 이벤트3 “기후변화는...”

3지점 여의나루역 ▸ 이벤트4 “꽃들에게 배우다”
▸ 시민 인터뷰 

4지점 국회의사당 앞 ▸ 마지막 이벤트

11:30~12:00 피날레 국회의사당 앞 ▸ 영상 및 단체사진 찍기
▸ 소감 공유

12:00~14:00 따릉이 반납 
점심 뒷풀이 장소 미정 ▸ 한강 잔디밭에서 도시락

▸ 우천 시 IFC몰 이동



붙임2  자전거 이동경로

< 임재민 (18.09.05. 사전답사) >

� 전체 경로
*이벤트를 고려하여 자전거 경로가 일부 변경된 점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구간 별 스탑지점

0구간 여의도한강공원 1구간 여의도공원 2구간 샛강생태공원

3구간 여의도한강공원 4구간 여의도한강공원+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