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씨㈜
회사소개서
We Educate the Future
환경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 지구공

1

얼씨의 대표 서비스
저희는 환경보호 어플리케이션과 환경교육 콘텐츠를 통해 환경보호가 당연해지는 문화를 만듭니다.

지구공 App
지구공 앱은 환경보호를 쉽게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환경교육 콘텐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지식 함양, 환경진로 탐색, 창의력 학습,
공동체역량 함양 등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지구공App 소개
지구공을 사용하는 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미션을 설계합니다.
모임을 형성해서 함께 미션에 참여하고 소통합니다.

미션

모임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에 참가하면 랭킹에 표시됩니다.
다른 회원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임 구성원들의 미션 참여 활동을 확인하고 소통합니다.
모임 내 참여 현황에서 우리모임의 임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소개
지구공 App을 통해 캠페인이 진행되며, 앱 안에서 캠페인 진행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노출
환경보호에 열정적인 약 1만 명의 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메인 페이지에 캠페인 노출
세부 미션
캠페인별 세부 미션 제작을 통해 직접적인 실천 행위 제시
(미션 상세 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 안내)
진행 상황 확인
미션별 참여자 수 및 탄소절감량 산출 후 앱 내 노출
임팩트 보고서
탄소절감량 및 참여 게시물을 바탕으로 임팩트 보고서 발행

캠페인 참여 방법
지구공 캠페인 참여시 독자적인 캐릭터를 통해 참여 인증 사진을 꾸미고 SNS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참여 결과는 모임 공간 내 피드에 업로드되어 주변인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바이럴을 만들어냅니다.

STEP 1

STEP 2

STEP 3

환경보호 미션을 실천하며 캠페인의 의의를 이해하고
앱 내 지구포인트로 보상을 받습니다.

미션에 맞게 제작된 앱 내 일러스트로
실천 사진을 꾸며 앱에 인증하고 SNS에 공유합니다.

실천 인증은 모임 공간에도 함께 업로드되어
모임원들의 실천을 독려하게 됩니다.

캠페인 참여 결과: 참여 인증 사진
캠페인 참여를 위해 업로드된 사진은 미션별로 수합하여 기관에 제공됩니다.

크리스마스 맞이 환경지킴이 캠페인*

*Note: 캠페인이 단일 미션으로 진행되었던 경우입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말 미션

신호등 채식기부 챌린지 미션

캠페인 참여 결과: 임팩트 보고서
캠페인 참여 결과를 바탕으로 임팩트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캠페인 결과 및 추이 분석
LCA 기법을 바탕으로 한 탄소절감량 산출*
캠페인 전체의 바이럴 효과 분석

*Note: 미션의 종류에 따라 환경인식 개선이 목표일 경우 탄소절감량 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캠페인 진행 사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함께 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청소년 가치 행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탄소절감량 산출을 통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선정 여성가족부의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미션 참여 횟수

캠페인 신청자 수

전체 미션을 통한 탄소 절감량

10,960회
약

3,500명

2,721kg

*주차별 실천을 통한 탄소배출 절감량은
LCA 방식에 따라 산출된 논문, 환경 단체 연구자료만을 종합하여 산출

캠페인 진행 사례
이외에도 환경 단체, 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이지만, 환경보호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냅니다.

환경 단체

기업

지구공의 성과
지구공은 1만 천여명의 회원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중 70%의 학생 회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 3만 여개의 환경보호 실천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약 8t의 탄소절감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이 업로드한 창의적인 게시물

미션 참여와 산출된 탄소절감 효과

교육 자료 개발 방법
초,중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자료를 현장의 자문위원 선생님들과 함께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3월 “물을 지키는 우리들의 이야기” 교육자료

- 주차별 미션과 연계된 교육자료 제작
- 국어, 과학, 도덕 등 교과 과정과 직접 연계한 자료
- 현장 초등교사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단과 함께 연구
(울진 매화초 정00 선생님, 서울 남명초 장00 선생님 등)

물 절약 교육 활동지

수업지도안

교육 자료와 미션 연계 예시
지구공 앱에서는 미션에 대한 배경, 미션 참여방법을 제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선생님께 교육자료 및 교보재를 제공해드립니다.

교육 콘텐츠 세부
체계적으로 월별 주제를 설정하고, 환경감수성, 진로 탐색 능력,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 중심적인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월
3월

주제
물, 수자원

콘텐츠
(환경교육 수업자료와 지구공 App 내 미션은 공통된 콘텐츠로 제작됩니다.)
1. 물 절약 캘린더 만들기
2. 적정 기술 소개하기
1. 나의 식물과 관계 맺기
2. 나무의사 체험하기

4월

식물, 나무

3. 생태공원 디자이너 체험하기
4. 주변 플로깅하기
5. 식물에 대한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1. 주변의 흙 관찰하기

5월

땅, 토양

2. 제로플라스틱 실천 캘린더 만들기
3. 흙을 활용하여 나만의 창작물 만들기
4. 나만의 작은 정원 가꾸기
1. 우리 주변의 생물 탐색하기

6월

생물다양성

2. 적절한 채식하기
3. 수목원 종자 연구원 체험하기 (시드볼트)

*세부 컨텐츠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 연혁
더 많은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020년 8월

얼씨주식회사 법인 등록

2021년 5월

지구공 어플리케이션 런칭

2021년 9월

사회적기업진흥원 베스트소셜파트너상 수상
(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2021년 11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21년 12월

2021년 탄소중립 주간 여성가족부 탄소절감 대표사례 선정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함께한 탄소중립 청소년 가치 행동 캠페인)

“We Educate the Future”

이메일 : info@jigugong.com

설명영상 : https://youtu.be/RN0Zo_-SU9k
전화 : 1668-3290

Appendix – 지구공에서 진행한 미션들

Appendix – 9월 콘텐츠 개발 계획 예시
물환경 교육과 학생들의 실천이 연계된 통합형 물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주차
1

2

기간
9/5~9/11

9/12~9/18

교육 목표

미션

9/19~9/25

①간이정수기 만들기

K-Water 및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소개,

②물 절약 인증 5회 실천하기

수질 환경 기술자 이해하기 + 가상의 문제

③나만의 상하수도 체계 설계하기

상황 해결하기

진로 간접 체험

수돗물 관련 탐구 및 실험

⑤업사이클링 빗물 포집 시설 제작
⑥수돗물 안심 확인제 신청하기 + 수돗물 마셔보기

4

9/26~10/2

한국의 상하수도 체계 알아보기 + 수돗물

수돗물과 상하수도 체계에 대한 관심 유발

④우리 집 수돗물 수질 평가하기
3

교육자료

환경보호 실천 – 쓰레기를 중심으로

5

10/3~10/9

환경보호 실천 –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6

10/10~10/16

배운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

활용법 알아보기

지하수와 빗물의 역할 알아보기 + 빗물 포집
시설 제작하기

⑦상수도 보호를 위해 제로플라스틱 실천하기

물 정화 과정 이해하기 + 제로 플라스틱 및

⑧하수도 보전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하기

⑨물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하기

⑩수돗물 월드, 그 뒷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물과 에너지의 관계 이해하기 + 물 절약
캘린더 만들기
6주 프로그램 정리하기

Appendix – 9월 콘텐츠 개발 계획 예시
10가지의 미션으로 구성하였고 미션은 1)환경보호 습관 증진 2)과학탐구 3) 진로탐색 4)정책탐구 5)환경감수성증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①간이정수기 만들기

②물 절약 인증 5회 실천하기

③나만의 상하수도 체계 설계하기

④우리 집 수돗물 수질 평가하기

⑥수돗물 안심 확인제 신청하기 + 수돗 ⑦상수도 보호를 위해 제로플라스틱 실 ⑧하수도 보전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⑨물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하기
물 마셔보기
천하기
실천하기

⑤업사이클링 빗물 포집 시설 제작

⑩수돗물 월드, 그 뒷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