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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4회 기후변화주간 기념』

기후변화과학 홍보 캠페인 및 특별 이벤트 개최
□ 대구지방기상청(청장 서장원)은 2022년 제14회 기후변화주간1)을 맞아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직접적인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기
후변화과학 홍보 캠페인 및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 2022년 기후변화주간 주제:‘지구를 위한 실천’바로 지금, 나부터!

□ 기후변화과학 홍보 캠페인은 경북도청,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
적인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 홍보용 모니터, 전광판에 기후변화주간 및
기후변화 관련 카드뉴스와 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한다.
□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도 함께 진행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과학 바로 알기’ 퀴즈 이벤트, △기후
변화주간 특별 전시회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특별 이벤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기후변화과학 바로 알기’ 퀴즈이벤트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구지방기상청

SNS에서

이벤트

확인

후,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 내 기후변화과학 관련 카드뉴스 게시물을
읽고 퀴즈 정답을 메일로 보내면 60명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1) 기후변화주간(4.22.∼4.28.)은 지구의 날(4.22.)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공감대 및 기후행동 확산을 위하여 일주일간 운영됨

※ 대구지방기상청 SNS(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ROMskylove

○ ‘기후변화주간 특별 전시회’는 기상청에서 주관한 「2022년 기상기후사
진 공모전」수상작 30점과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켜라!’는 주제로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 실시한「2022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 그림 그
리기 대회」수상작 22점이 동대구역 내 제2맞이방 통로에서 4월 22일
부터 5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 또한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도서 소개와 해설을 제
공하는 ‘도서연계 기후변화 특별 해설이벤트’,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행동 실천으로 ‘나만의 기후변화행동 카드 만들기’ 등 관람객들과 기후
변화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 서장원 대구지방기상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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