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처링 가이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마음과 방법을 나누고 

자연활동의 기록과 공유를 지원하는 자연벤처  

네이처링 소개 



왜,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자연생태교육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기록한다 

• 자연을 관찰하는 마음과 방법 교육 

• 일상적 자연관찰자 양성 

• 대한민국 자연생태 기록, 아카이빙 

• 공유 - 교육·연구 활용 - 공유 순환 

네이처링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시민과학프로젝트 

네이처링은 

관찰-기록-공유를 통한 생태계 보전에 가치를 두고 

자연생태교육과 시민과학프로젝트를 진행-지원합니다 



자연관찰 

미션  

공유 

관찰 결과인 생태정보를 입체적, 통합적으로 게시, 공개, 공유 

생태계 관점의 기록 

생물과 서식지를 중심으로 시간, 위치, 기후 등 환경정보 제공 

집단지성의 미션 진행, 관찰과 기록의 공유, 소통 

데이터 축적으로 생태계 변화 확인, 해석 

개방성과 지속성 

생태지도 

내가 만나는 자연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체계 

자연관찰, 생태교육, 시민과학프로젝트 위한 오픈 네트워크 

네이처링 서비스 



가장 스마트한 기계를 이용해 인간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노력 

네이처링 자연생태교육 
 

자연을 만날 기회, 

자연을 대하는 마음과 시선, 

자연과 관계 맺는 방법 

• 학교생태지도 만들기 

• 생물다양성탐사(BioBlitz) 



 

자연과 사람, 자연과 자연, 사람과 사람을 연결 

생태계 보전에 기여 

 

오늘 지구상 가장 스마트한 기계를 이용해 다음 세대를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 

‘시민과학프로젝트’ 

자연과 사람, 자연과 자연, 사람과 사람을 연결 

생태계 보전 

가장 스마트한 기계를 이용해 다음 세대를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 

네이처링 시민과학프로젝트 

• 기후변화생물지표 모니터링 

• 제비생태탐구프로젝트 

• 지역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 생물계절(Phenoloy) 연구 



네이처링 앱 사용법  



1.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 실행 → 회원가입 

네이처링 앱 사용법 - 준비하기 

 

- 안드로이드폰 (갤럭시 S10, LG V40 등) 

  ① 카메라 실행 → 설정 → 위치정보 → ‘사용’ 선택 

  ② 화면 상단 끌어내림 → GPS 켜기 

 

- 아이폰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 위치 서비스 → 켬 → 카메라 → ‘앱을 사용하는 동안’ 선택      

  

2. 위치정보 기록을 위해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고 GPS를 켭니다. 



1. 하단 메뉴에서 ‘미션’을 누릅니다. 

2. 미션 목록 중에서 참여할 미션을 선택합니다. 

3. ‘미션 참여’를 누릅니다.  

네이처링 앱 사용법 – 미션 참여 



자연관찰 메뉴에서 

       관찰올리기 버튼을 눌러 

관찰올리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네이처링 앱 사용법 -      관찰올리기 



① 생물분류 선택 후 

생물이름을 검색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1. 생물이름 입력 

② 서식지유형을 선택합니다. 

→ 

네이처링 앱 사용법 -      관찰올리기 



① 갤러리에서 선택 또는 직접 촬영해 

사진을 등록합니다. 

- 최대 5장 등록 가능 

② 관찰시각을 확인합니다. 

- 대표사진의 촬영시각 정보가 자동 입력됨 

네이처링 앱 사용법 -      관찰올리기 

2. 사진 등록 



③ 관찰위치를 확인합니다. 

- 대표사진의 위치정보가 자동 입력됨 

- 수동으로 위치 보정도 가능 

네이처링 앱 사용법 -      관찰올리기 

관찰위치 수동 설정 방법 

① ‘현재 위치로 입력’ 또는 ‘지도
로 검색 입력’을 누름  

② 지도에서 주소 또는 장소 검색 
 
 
③ 검색된 위치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입력 완료 
 
- 지도 화면을 움직여(    ) 미세 조
정 가능 

2. 사진 등록 



① 미션을 선택해 체크합니다. ② 상단의 ‘게시’를 누릅니다. 

네이처링 앱 사용법 -      관찰올리기 

3. 미션 선택 / 게시 



 
 
GPS 켜기 

 
 
카메라 위치정보 설정하기 

 
 
미션 체크 확인하기 
 
 

잊지 마세요! 

네이처링 앱 사용법 -      관찰올리기 



① 생물분류 선택 후 미션이름을 입력합니다. ② 갤러리에서 선택 또는 직접 촬영해 

커버사진을 등록합니다. 

네이처링 앱 사용법 -      미션만들기 

→ 

1. 미션이름 입력/ 커버사진 등록 



① 미션기간을 설정합니다. 

- 시작일시 설정 

- 일정 기간 동안만 미션 진행 예정 시 

‘종료일시 지정’ 체크해 종료일시 설정 

→ 

네이처링 앱 사용법 -      미션만들기 

① 날짜 지정 후 시간 지정 

2. 미션기간 / 미션지역 설정 

일시 설정 방법 



지역 선택 시 설정 방법 

① ‘지역 선택’ 체크 

② 미션지역을 설정합니다.  

- ‘전국’ 또는 ‘지역 선택’에 체크해  

미션지역 설정 

네이처링 앱 사용법 -      미션만들기 

② 지도에서 주소 또는 장소 검색 
 
 
③ 검색된 위치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입력 완료 
 
- 지도화면을 움직여 (    ) 미세 조
정 가능 
- 반경 설정 시 미션 지도에 반경
이 표시됨 

2. 미션기간 / 미션지역 설정 



① 미션종류를 선택합니다. 

- ‘참여 개방 미션’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 승인 미션’에는 개설자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만 참여 가능 

③ 상단의 ‘게시’를 누릅니다.  

네이처링 앱 사용법 -      미션만들기 

② 미션소개를 입력합니다. 

3. 미션종류 선택 / 미션소개 입력 / 게시 



웹사이트  www.naturing.net 

모바일앱 

자연과 사람을 잇습니다                support@naturing.net  02-6243-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