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 이모저모 



한강공원을 가꾸는 시민.  ‘자원봉사자’ 

소중한 그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년 넘게 한강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젊은 친구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활동 

신구 세대 공존 

2013년 한강공원의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에는 새롭게 시도된 활동들이 
많습니다.   



더 좋은 한강공원을 위한 CANS시스템 도입  

기 업 

지역주민 

한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기업(C), 아파트(A), 단체(N), 학교(S)가 
모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 한강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Company Apartment Ngo School 
기업 지역주민 단체 학교 

C 

A  

한강을 위해 모인 인근 기업이 14개소 모였습니다.   

옥수동 주민들이 한강공원 모니터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 체 

학 교 

N 

S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      마포구선관위          자유&희망        레저안전연합 

서울청소년수련관       스키퍼        119수난구조대        터치스카이        당서초 

숭의여고        대림중        숭문고        마주이야기        중앙중        한국숲해설가협회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서울외고          광양고  

시립대 환경공학부        영훈국제중         수서청소년수련관        우가한        에코나루 

덕원여고        충암고        인헌중        성남고        남서울중        당곡중        서일중         

이수중        세그루패션고        오산고        서빙고초        중대부중        중대부고         

중산고        배명중        가락중        방산고        상명중        대원고        수락고        청량중  

면목중        성원중        건대부고 

주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체들이 24개소! 

한강공원에 큰 일꾼.  
한강 인근 초 ·중 ·고 46개의 학교가 함께 가꿔갑니다. 



한강공원에는 아름다운 활동들이 많아요. 

水 

木 

人 

우리 한강물을 알고 아끼는 활동 

한강의 푸른 공원을 지키고 알라는 활동 

사람과 사람이 만나 아름다운 한강을 만드는 활동 



생태모니터링, 수질측정, 어도 물고기 생태교실,  어종조사, 물아끼기 캠페인 등 

꽃길 가꾸기, 생태교육, 생태계 교란종 제거, 자연물활용 만들기 등 

소외계층 레포츠 체험활동, 캠페인 활동, 공동체 놀이 프로그램 등 



한강공원 시민리더. 우리가 공원을 가꾼다. 

아름다운 사람들 1  ‘한강도담이’ 

교육과정 

한강공원에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아요. 

4주간 한강공원 소양교육 및 자원봉사 이론교육, 실습 수행 



활동사진 2013년  한강도담이  총 239명 참여!    1,017시간 활동!!!  



아름다운 사람들 2  ‘대학생 홍보대사’ 

한강공원의 젊은 인재들의  매력기부활동 

아름다운 사람들 3  ‘거리공연예술가’ 



아름다운 사람들 4   

‘한강역사해설가’ 

든든한 한강공원 어르신들의  재능기부활동 

아름다운 사람들 5   

‘한강생태해설가’ 



한강공원의 따뜻한 활동 
한강가족자원봉사단 

<5월> 찔레꽃 축제 “아름다운 꽃을 보러가자” 

<6월> 한강역사탐방 “배타고 한강 나들이” 

<10월> 한강운동회 “넓은 공원에서 마음껏 뛰자” 





Volunteer Festival  1 

Action Day -우리들의 아름다운 한강을 가꾸자! 

불꽃축제 이후 환경정화 

한강자원봉사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민의견수렴 및 나눔활동 



Volunteer Festival  2 

자원봉사자의 주간-오늘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활동사진 전시 

활동사례 발표 

우수 활동자 표창장 수여 



한강 자원봉사자들끼리 그 동안의 노고를  

신나게 축하해주고 한 해를 마무리 하다. 



그 밖의 활동들   별보기 체험! 



자벌레 도서관리활동 

자전거 패트롤 





 



한강도담이 

외국인 계도 

CANS 시스템 

한강홍보대사 
자원봉사자로 다시 서다. 

2013 
거듭난 활동 

Action Day 
자원봉사 박람회에서  
시민참여로 확대 되다.  

‘2014년 아름다운 여러분의 활동을 기다립니다.’ 

2013 
새로운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