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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택트(Ontact)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에 걸
맞은 특화 프로그램들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꽃피는 4월의 공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 ‘스스로 공원탐방’, 이를 SNS로 알리
는 ‘스스로 공원탐방 소문내기’ 온라인 홍보이벤트, 집에서 나무를 심
으며 식목일을 기록하는 ‘식목일기 챌린지’가 바로 그 것이다.
□ 우선 ‘스스로 공원탐방 프로그램’은 나홀로 워크시트지를 가지고 자율적
으로 공원을 체험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보라매공원 등 5개 공원
의 10개 색다른 코스를 걸으며 다양한 미션도 수행하며 상시 공원을 체
험할 수 있다.
공원명(문의처)

서울시, 식목월(4月) 비대면․온라인 공원 프로그램 풍성

- (비대면) 보라매 등 5개 공원에서 자율적으로 체험하는 ‘스스로 공원탐방 프로그램’ 상시 운영(4.1. 오픈)
- (온라인) SNS 이벤트 … 나무심기 인증‘식목일기챌린지’ (4.1.~5.), 공원탐방을알리는 ‘소문내기’‘(4.1.~15.)
- 온라인 이벤트 당첨자에게 행운의 경품도 …모종삽과 앞치마로 구성된 가드닝 키트, 커피기프티콘

□ 봄을 즐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요즘,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공
원과 집에서 나 홀로 쾌적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공원프
로그램’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민소통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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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보라매공원 여기 어때
보라매공원
(02-2181-1186~7) 보라매공원 백배즐기기
보라매공원 둘레길코스
길동생태공원 봄, 깨어나다
(02-489-2770) 터를 잡고 살아요
남산공원
(02-3783-5995~6) 남산공원 숲QR,큐!
북서울꿈의숲
(02-2289-4038) 자연미션 러닝맨
나무여행(수변길)
월드컵공원
나무여행(숲치유길)
(02-300-5574)
나무여행(정원치유길)

내용

미션

공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코스 인증샷
역사와시설물의특징을배워볼수있는해설기반코스
퀴즈
북동산~와우산까지 한 바퀴 돌아보는 둘레길 코스
계절별 공원의 생태 변화를 체험하는 코스(봄편)
퀴즈
공원에 자리잡고 살아가는 동식물을 관찰하는 코스
남산야외식물원에 숨겨진 QR코드를 찾아 공원을
누비며 숲 미션수행
퀴즈,
인증샷
북서울꿈의숲의 다양한 장소를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고 공원의 자연생태를 알아보는 코스
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의 1.8km를 따라 걷는
공원 산책여행으로 21종 나무에 대한 생태 퀴즈, 퀴즈,
재미있는 동영상 해설 등으로 나만의 힐링 시간을 동영상
가질 수 있는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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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공원탐방 소문내기’는 앞서 설명한 프로그램을 개인 SNS로 4.1.
(목)~4.15.(목) 15일 동안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리는 이벤트이다.
○ 참여방법은 서울의 공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이벤트 게시물을 지정

[붙임1] 스스로 공원탐방 프로그램 및 소문내기 이벤트


스스로 공원탐방 워크시트지(보라매공원)



스스로 공원탐방 소문내기 이벤트 카드뉴스

해시태그(#스스로공원탐방)와 함께 리그램 후 참여완료 댓글을 달면 된다.

○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여 커피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4월 23일(금)에 서울의 공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다.

□ ‘식목일기 챌린지’는 대규모 식목일 행사 대신, 시민이 직접 집 안
팎에 나무를 심고, 4.1.(목) ~ 4.5.(월) 5일 동안 서울의 공원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인증
하는 이벤트이다.

○ ‘식목일기 챌린지’는 코로나19로 각종 나무심기 행사가 취소되면서 집에
서라도 스스로 나무를 심고자하는 시민들을 위해 고안한 이벤트이다.

○ 참여방법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개인계정에 접속하여 나만의

반려나무를 심은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되 간단한 식목소감과 지정해시태
그(#식목일기챌린지)를 함께 올리면 된다.

○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3종 모종삽과 앞치마로 구성된 가드닝 키트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4월 9일(금) 서울의 공원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이 무엇일까 고민하였다.”며 “식목월인 4월을 맞아 일상에서 숲과 함
께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한 비대면․온라인 공원 프로그램
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를 참고바
라며 ‘스스로 공원탐방 프로그램’은 각 공원녹지사업소로 별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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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식목일기 챌린지 이벤트
 포스터, 배너 및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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