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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ReWild Yourself
서울은 최신 기술, 건축 디자인 그리고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광대한 도시에서 여전히 수많은 자연 

서식지가 존재하며 크고 작은 풍부한 야생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심장과 폐와 같은 이 장소들은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의 핵심이 되며 그들을 보호하고 안식처가 

되어주며 여가를 즐기고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본 안내서는 서울의 

자연을 발견하고 접근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연 속으로 푹 

빠져보세요! 이제 서울의 ReWild Yourself을 느껴볼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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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연

넓적배사마귀
서식지:서식지: 긴 풀과 단풍이 있는 공원 및 녹지 공간 

활동기간:활동기간: 가을에 흔히 발견됨. 밤 시간, 인공 

조명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음

특징:특징: 위장에 매우 능숙함. 기본적으로 다리가 

달린 얇은 이파리처럼 보임

한국 고라니 
서식지:서식지: 키가 큰 갈대와 숨을 곳이 많은 강가 

활동기간:활동기간: 일년 내내

특징:특징: 두 개의 긴 ‘송곳니’가 있는 작은 개체 

작고 어두운 배설물 더미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족제비 
서식지:서식지: 숲 속 서식지, 그러나 건설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활동기간:활동기간: 일년 내내

특징:특징: 적색 털과 커피 색과 같은 갈색 얼굴에 

길고 낮은 몸통(30cm 이하)

아물쇠딱따구리 
서식지:서식지: 나무의 꼭대기 - 애벌레, 땅벌레, 씨앗 

및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곳 

활동기간:활동기간: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혹은 

봄에 가장 흔하게 발견됨

특징:특징: 작고 어두운 개체. 날개의 흰색 줄무니와 

머리에 어두운 회색 왕관 모양

부산스러운 도시에서 자연은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숲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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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설모 
서식지:서식지: 도시 전역의 공원에서 흔히 서식하며 

특히 소나무에서 발견됨

활동기간:활동기간: 일년 내내, 그러나 대부분 아침이나 

늦은 오후 및 밤에 활동함

특징:특징: 회색 혹은 황갈색 몸체에 하얀 복부와 

술이 달린 귀

동양 까치 
서식지:서식지: 이 ‘행운의 새’는 도시 전역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활동기간: 일년 내내

특징:특징: 길고 검은 꼬리에 가슴에 하얀 털, 자청 색 

표시가 있는 날개

잠자리(링크-
서식지:서식지: 햇볕이 드는 장소 근처 혹은 풍부한 

초목이 있는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

활동기간:활동기간: 6월에서 9월 사이 비행하는 성체를 

발견할 수 있음

특징:특징: 수컷은 밝은 빨간 색 몸체를 지님. 날개에 

뚜렷한 갈색 띠가 있음

조로 거미 
서식지:서식지: 나무, 창틀 또는 그 외 공간의 ‘황금 

실’ 그물 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활동기간: 성체는 봄에서 가을까지 발견됨

특징:특징: 길고 검은 줄무늬 다리와 뚜렷한 큰 

황회색의 적색 복부

금개구리
서식지:서식지: 이 멸종 위기종은 도시 전역의 

연못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활동기간: 성체는 4월에서 8월까지 

발견됨

특징:특징: 6cm 길이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개체. 밝은 녹색 등에 갈색/금색 

줄무늬가 있음

서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목격한 것을 기록하기 원하시면 iNaturalistiNaturalist를 방문하세요.

https://www.inaturalist.org/places/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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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ILD YOURSELF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맨발로 걷기
신발을 벗고 지구의 땅을 걸어보세요. 

지구의 표면에는 전자층이 존재합니다. 

‘그라운딩’이란 땅과 피부가 접촉하여 

자연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이론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연결되기
지역 커뮤니티 정원과 공원은 

언제나 지원과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서울의 자연과 

지역사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장 가까운 공원 혹은 녹지 공간을 찾기 

위해 지도를 이용하세요.

https://www.healthline.com/health/grounding#take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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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다보기
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들리는 나무 지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초청하기
자택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은 

행복감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공기를 정화시키고 웰빙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들은 

또한 삶의 훌륭한 스승이기도 하죠.)

ReWild Yourself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도서관을 

방문하세요

https://rewildyourself.com/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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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방법

감정
자연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알아차리고 

탐색해보세요. 색다른 장소가 

정확히 어떤 느낌을 주나요?

감각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자연에 귀를 

기울이고 탐색해보세요. 어떤 것이 

들리고 어떤 냄새가 나며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감촉은 어떠한가요?

자연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밝혀져왔습니다. 자연에 가까워는 각각의 방법은 자연에 가까워지도록 

해주고 나아가 긍정적인 건강 및 웰빙을 증진시켜 줍니다

출처: The Nature Connectedness Research Group, University of De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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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자연을 위해 행동하세요. 

홀로 혹은 다른 이들과 함께 

도심에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
자연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지해보세요. 도심의 어떤 

장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미
자연과 지나가는 계절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인지하고 기념하세요. 특정한 

식물, 동물 그리고 장소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자연과의 연결 핸드북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NatureConnection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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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연 보존 단체
자연 보존 단체 1 -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자연이 도시에 주는 가치를 인지하며 녹지를 

보호, 증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지역사회 및 

봉사자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또한 

그들은 자연 공간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YATOO
YATOO는 한국 자연 예술인 협회입니다. 본 단체는 인간이 만든 

경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세계와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에서 자연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및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https://greentrust.or.kr/
http://www.yatooi.com/page/sub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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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생명의 터
새와 생명의 터는 대한민국 서울과 더 넓은 황해 지역의 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중요한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가이드 투어, 전시회 및 교육 자료를 통해 대중을 

참여시킵니다.

숲 유치원
숲 유치원은 아이들이 자연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자신감과 

독립성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400개의 숲학교를 

설립하기로 약속한 서울 시의 광범위한 숲학교 운동의 일환입니다.

커뮤니티를 더 잘 연결하기 

위해 ReWilders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https://cafe.daum.net/waldkG/QFur/1
http://www.birdskorea.org/BK-Startpage.shtml
https://rewildyourself.com/rewilders/


–10–

횡성 숲체원
숲체원은 도심 속 숲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숲의 시민적 가치 

실현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된 휴양시설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나, 

도시 지역의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자연에 대한 접근과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반 비즈 서울
취미로 시작된 이 협동조합은 이제 도시 전역에 여러 개의 벌집을 

가지고 있어 도시 꿀벌 개체수가 활기를 되찾고 생태계 개선을 

돕습니다. Honey Bank 시스템을 통해 개인은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양질의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자연 보존 단체

https://hoengseong.fowi.or.kr/en/introduction/about.do
https://www.facebook.com/urbanbees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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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스
와이퍼스는 도시 및 녹지 공간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나무를 심고, 

의식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담당 조직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주변 자연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원 봉사자 ‘

와이퍼’의 집결 단체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린 스탭스 서울
그린 스탭스는 어린이와 자연을 연결하는 활동을 운영하여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세계를 탐험하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본 단체는 새로운 자연 교육자를 육성하기 위해 자연 안내 교육 및 

과정을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영향을 가속화하기 위해 

(https://ark.greensteps.me/community/green-steps-

seoul) 오픈 소스 플랫폼(ARK)을 개발했습니다.

greensteps.me
https://ark.greensteps.me/community/green-steps-seoul
wipert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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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결되기...

가고 싶은
자연의

비밀 장소가
있으신가요?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의미있는
관계를

표현해보세요

자연의 연결에
대해 누가 또는

무엇이 가장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안면이 없는 누군가와 앉아 이 질문들을

나눠보세요. 어색함을 깨트리기에 최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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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통찰력을 저희와 공유헤주세요.
인스타그램: @rewildyourself #rewildyourself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함께하고 싶은
동료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미래의
건강한 행성 생태계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까?

꿈을 꾸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자연 속 장소가

있습니까?

https://www.instagram.com/REWILD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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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연 공간
자연의 처방이 필요하신가요? 서울 시가 보다 회복력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등하며 친환경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 전역에 위치한 

다음의 공원, 정원 및 도시 자연 프로젝트를 방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
가장 좋아하는 

야외 어린 시절의 
추억은?

모험 지도를 사용하여 각 장소 찾기

제목 링크로 각 웹사이트 찾기(가능한 경우)

구글 지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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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숲
세계에서 가장 큰 일부 도시 공원과 견줄 수 있는 이 도시 숲은 서울의 녹색 

쉼터로 자리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녹음과 푸르른 풍경에 빠져들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1.
길동생태공원
습지, 숲, 초원 등 다양한 생태계를 탐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멸종 

위기종과 보호종을 포함하여 많은 종의 서식지인 이 생태 유적지는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방문객을 초청합니다.

안산전망대
국내 최초의 무장애 순환로인 7km 길이의 숲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노약자나 아이를 동반한 여행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멋진 숲과 강의 전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적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수공원
이 공원은 양천구에서 서울의 남서쪽으로 뻗어있어 도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배드민턴 코트와 피트니스 

센터부터 광천과 같은 휴식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이 

곳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벽호산과 오패산 사이에 위치한 이 세계적 수준의 ‘거대 공원’는 방문객들에게 

놀라운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공원으로서 산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그 멋진 풍경에 자칫하면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단위면적당 방문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북한산은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심 속 생태섬입니다. 만약 도시 생활에 

살짝 압도당하고 있다면 방문하여 숨을 돌리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2.

3.

4.

5.

6.

걷기 좋은 장소 

https://www.google.com/search?rlz=1C5CHFA_enEC916EC916&biw=1179&bih=730&tbs=lrf:!1m4!1u3!2m2!3m1!1e1!1m4!1u2!2m2!2m1!1e1!2m1!1e2!2m1!1e3!3sIAE,lf:1,lf_ui:2&tbm=lcl&q=seoul%20forest&rflfq=1&num=10&rldimm=15968524466520016538&ved=2ahUKEwj7vM3Pjcn6AhWER8AKHdnBCZsQu9QIegQIChAJ&rlst=f#rlfi=hd:;si:15968524466520016538,l,CgxzZW91bCBmb3Jlc3RIzKqKQFoeEAAQARgAGAEiDHNlb3VsIGZvcmVzdCoGCAIQABABkgEEcGFya5oBJENoZERTVWhOTUc5blMwVkpRMEZuU1VSck1XSlhNVFJuUlJBQg;mv:[[37.552326819399475,127.07473782972815],[37.5069941962314,126.98719052748206],null,[37.52966395175114,127.0309641786051],14]
https://www.google.com/maps/place/Gildong+Ecological+Park/data=!4m9!1m3!11m2!2sKq8x_nbNQnK9E2JWVSUB3w!3e3!3m4!1s0x357cb1b88ae18455:0x264bb8ce6cbb4ee5!8m2!3d37.5410211!4d127.1562098
https://www.google.com/maps/place/Ansan+Mountain/@37.5768083,126.9424956,18z/data=!4m15!1m8!2m7!1sAnsan+Jarakgil+Observatory!3m5!1sAnsan+Jarakgil+Observatory!2s37.580029,+126.939962!4m2!1d126.9399622!2d37.5800295!3m5!1s0x357c987add217fcf:0xe9ce379768114ef0!8m2!3d37.5768083!4d126.9445555!15sChtBbnNhbiBKYXJhayBHaWwgT2JzZXJ2YXRvcnlaHSIbYW5zYW4gamFyYWsgZ2lsIG9ic2VydmF0b3J5kgESdG91cmlzdF9hdHRyYWN0aW9u4AEA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gildong.do
https://parks.seoul.go.kr/parks/detailView.do?pIdx=5#target01
https://gil.seoul.go.kr/m/course/dulae_gil_view.jsp?c_idx=262
http://parks.seoul.go.kr/parks/detailView.do?pIdx=91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dreamforest.do
https://english.knps.or.kr/Knp/Bukhansan/Intro/Introduction.aspx?MenuNum=1&Submenu=Npp
https://www.google.com/maps/place/Onsu+Park/@37.5003737,126.8369296,15z/data=!4m5!3m4!1s0x0:0xb3f5463db2793982!8m2!3d37.5003737!4d126.8369296
https://www.google.com/maps/place/Dream+Forest/@37.6214313,127.0406246,15z/data=!4m12!1m6!3m5!1s0x0:0x1c9ddfb894e6a046!2sDream+Forest!8m2!3d37.6214313!4d127.0406246!3m4!1s0x0:0x1c9ddfb894e6a046!8m2!3d37.6214313!4d127.0406246
https://english.knps.or.kr/Knp/Bukhansan/Intro/Introduction.aspx?MenuNum=1&Submenu=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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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마곡의 중심에 조성된 이 식물원은 인간의 삶에서 식물과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다양한 

세션과 계절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공원은 방문객과 주민들은 

자연에게서 도움을 받아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 창포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멋진 정원에는 100종 이상의 붓꽃이 

있습니다. 52,000㎡ 면적의 창포원에는 이색적인 꽃과 식물, 

약용식물원, 습지공원 등으로 가득합니다.

푸른수목원
100,000제곱미터가 넘는 이곳은 서울의 ‘천연 저수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어진 최초의 시립 수목원입니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테마 정원과 수천 

가지의 다양한 식물, 곤충 및 동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양재천
양재천은 관악산에서 강남구 남부를 가로질러 5.5km 뻗어나갑니다. 

한때 심하게 오염되었지만 여러 복원 프로젝트를 거쳐 현재는 백로와 

왜가리와 같은 36종의 새와 다양한 물고기와 민물 생물이 기록되어 강 

생물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석촌호수
석촌호수는 언제 방문하여도 매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봄철 쏟아져 내리는 벚꽃 잎부터 여름의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방문객들은 경치에 빠져들고 영감을 받습니다. 또한 물가를 

따라 자리한 테라스형 카페와 레스토랑은 추운 계절에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7.

8.

9.

10.

11.

싹틔우는 자연

https://www.google.com/maps/place/Seoul+Botanic+Park/@37.5675107,126.832121,15z/data=!4m12!1m6!3m5!1s0x0:0x947516d30347709a!2sSeoul+Botanic+Park!8m2!3d37.5675107!4d126.832121!3m4!1s0x0:0x947516d30347709a!8m2!3d37.5675107!4d126.832121
https://www.google.com/maps/place/Seoul+Iris+Garden/@37.6894012,127.0404376,15z/data=!4m5!3m4!1s0x0:0x73b4429d00d97363!8m2!3d37.6893333!4d127.0481194
https://www.google.com/maps/place/Pureun+Arboretum/data=!4m12!1m6!3m5!1s0x357b62f517b0d0e5:0xb9f55f1520c93311!2sPureun+Arboretum!8m2!3d37.4839836!4d126.8255942!3m4!1s0x357b62f517b0d0e5:0xb9f55f1520c93311!8m2!3d37.4839836!4d126.8255942
https://www.google.com/maps/place/Yangjaecheon+stream/data=!4m9!1m2!2m1!1sYangjaecheon+stream+!3m5!1s0x357ca6a1493b338b:0xc0f0f5c110368eca!8m2!3d37.4879496!4d127.0565941!15sChNZYW5namFlY2hlb24gc3RyZWFtWhUiE3lhbmdqYWVjaGVvbiBzdHJlYW2SAQRwYXJr4AEA
https://www.google.com/maps/place/Seokchon+Lake/@37.5105378,127.1040625,15z/data=!4m12!1m6!3m5!1s0x0:0xa9401f483aacfc6e!2sSeokchon+Lake!8m2!3d37.5105378!4d127.1040625!3m4!1s0x0:0xa9401f483aacfc6e!8m2!3d37.5105378!4d127.1040625
https://botanicpark.seoul.go.kr/eng/introduce/greetings.do
https://parks.seoul.go.kr/template/sub/irisgarden.do
https://korean.visitseoul.net/nature/Pureun-Arboretum_/29857
http://english.visitkorea.or.kr/enu/ATR/SI_EN_3_1_1_1.jsp?cid=1939681
https://www.songpa.go.kr/culture/detailInfo.do?resrceCd=TR0147-1000053&sc1=TR0147&rcpp=6&key=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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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 으세요.
당신은 무엇을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들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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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 주변의 가장 
작은 생명체는 무엇입니까? 

풀잎이 될 수도 있고 
딱정벌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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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장소 

강서습지생태공원
가양대교에서 서울과 김포시 경계를 잇는 이 공원은 서울시 ‘

생태관광’ 30선에 선정된 장소입니다. 공원은 방문객들에게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변 습지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 지역에 더 많은 야생 동물이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선유도 공원
이 공원은 오래된 정수장을 녹음이 우거진 낙원으로 탈바꿈시킨 

놀라운 재활용 프로젝트의 산물로 예술가와 시인들은 이 아름다운 

선유도를 즐기기 위해 방문합니다.

월드컵공원
이 공원은 오래된 정수장을 녹음이 우거진 낙원으로 탈바꿈시킨 

놀라운 재활용 프로젝트의 산물로 예술가와 시인들은 이 아름다운 

선유도를 즐기기 위해 방문합니다.

서서울호수공원
또 다른 고무적인 생태 프로젝트로, 이 장소는 오래된 폐수 

처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안한 자연 휴양지를 제공합니다.

서울하늘정원(Seoullo7017)
이 높은 선형 공원은 한때 고속도로 육교였습니다. 1970년대에 

철거되기 직전에 보행자 도로로 복원된 곳으로,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며 사방으로 식물과 꽃이 둘러싸여 있는 

장소입니다.

12.

13.

14.
15.
16.

https://www.google.com/maps/place/%EA%B0%95%EC%84%9C%EC%8A%B5%EC%A7%80%EC%83%9D%ED%83%9C%EA%B3%B5%EC%9B%90/@37.5865208,126.8186729,15z/data=!4m12!1m6!3m5!1s0x0:0x8fc92d8d2f77059e!2z6rCV7ISc7Iq17KeA7IOd7YOc6rO17JuQ!8m2!3d37.5865208!4d126.8186729!3m4!1s0x0:0x8fc92d8d2f77059e!8m2!3d37.5865208!4d126.8186729
https://www.google.com/maps/place/343+Seonyu-ro,+Yeongdeungpo-gu,+Seoul,+South+Korea/@37.543569,126.8975216,17z/data=!4m13!1m7!3m6!1s0x357c9ece055b605d:0x215106e9fc6cb7eb!2s343+Seonyu-ro,+Yeongdeungpo-gu,+Seoul,+South+Korea!3b1!8m2!3d37.543569!4d126.8997156!3m4!1s0x357c9ece055b605d:0x215106e9fc6cb7eb!8m2!3d37.543569!4d126.8997156
https://www.google.com/maps/place/World+Cup+Park/@37.5638777,126.891312,17z/data=!3m1!4b1!4m5!3m4!1s0x357c99475fbe4813:0xea15140ec4852b18!8m2!3d37.5638735!4d126.8935007
https://www.google.com/maps/place/West+Seoul+Lark+Park/@37.527672,126.829852,15z/data=!4m12!1m6!3m5!1s0x0:0xefd28fb1c82633cc!2sWest+Seoul+Lark+Park!8m2!3d37.527672!4d126.829852!3m4!1s0x0:0xefd28fb1c82633cc!8m2!3d37.527672!4d126.829852
https://www.google.com/maps/place/Seoullo+7017/@37.5566606,126.9705394,15z/data=!4m12!1m6!3m5!1s0x0:0xa35240ec632d4307!2sSeoullo+7017!8m2!3d37.5566606!4d126.9705394!3m4!1s0x0:0xa35240ec632d4307!8m2!3d37.5566606!4d126.9705394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46788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seonyudo.do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worldcuppark.do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lakepark.do
https://parks.seoul.go.kr/template/sub/seoullo701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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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2003년 이전에는 이 곳은 분주한 

고가도로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시 재개발 사업 

덕분에 청계천은 굽이굽이 흐르는 장엄한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후 재충전, 휴식 및 연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청사 녹색 벽
이 녹색 빛깔의 걸작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고 시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60,000개가 넘는 식물을 

자라나는 이곳은 건축물의 걸작일 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위한 

거대한 공기 필터 역할도 합니다.

서울대공원(산림욕)
삼림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또는 소란스러움의 모든 것을 즐기고 

싶다면!)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곳은 삼림욕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으며 자연에 빠져들어 2~7km의 숲길을 따라 걷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청담공원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자연의 

오아시스는 소규모의 운동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반면, 우거진 나무는 휴식을 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기에 완벽한 지붕을 제공해주어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이 숲은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43

종의 100,000여 그루의 나무에 서식지를 제공하며, 그 중 다수는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종입니다.

응봉 암벽등반 공원
응봉암벽등반공원에는 응봉산의 아름다운 모퉁이에 자리 잡은 

끝없는 등반 벽이 있으며 있으며 자연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모든 

수준의 등반가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17.

18.

19.

20.

21.
22.

놀이와 휴식 공간

https://www.google.com/maps/place/Cheonggyecheon/@37.5691015,126.9786692,15z/data=!4m12!1m6!3m5!1s0x0:0xbd86fa6e88b74ed4!2sCheonggyecheon!8m2!3d37.5691015!4d126.9786692!3m4!1s0x0:0xbd86fa6e88b74ed4!8m2!3d37.5691015!4d126.9786692
https://www.google.com/maps/place/Seoul+City+Hall/data=!3m1!4b1!4m5!3m4!1s0x357ca2f332cb082b:0xe92b70ac420cf0a8!8m2!3d37.5662952!4d126.9779451
https://www.google.com/maps/place/Seoul+Grand+Park/@37.4275247,127.0170252,15z/data=!4m12!1m6!3m5!1s0x0:0x24dfa58979884d7b!2sSeoul+Grand+Park!8m2!3d37.4275247!4d127.0170252!3m4!1s0x0:0x24dfa58979884d7b!8m2!3d37.4275247!4d127.0170252
https://www.google.com/maps/place/Cheongdam+Park/@37.5212917,127.0526024,15z/data=!4m12!1m6!3m5!1s0x0:0xbfe246b4214864ef!2sCheongdam+Park!8m2!3d37.5212917!4d127.0526024!3m4!1s0x0:0xbfe246b4214864ef!8m2!3d37.5212917!4d127.0526024
https://www.google.com/maps/place/Yangjae+Citizens'+Forest/data=!4m6!3m5!1s0x357ca12df4d09e17:0x651c696f5aefd124!8m2!3d37.4706864!4d127.0355777!15sChtZYW5namFlY2hlb24gY2l0aXplbiBmb3Jlc3RaHSIbeWFuZ2phZWNoZW9uIGNpdGl6ZW4gZm9yZXN0kgEEcGFya-ABAA
https://www.google.com/maps/place/%EC%9D%91%EB%B4%89%EC%82%B0+%EC%95%94%EB%B2%BD%EB%93%B1%EB%B0%98%EA%B3%B5%EC%9B%90/data=!4m8!1m2!2m1!1seungbongsan+climbing!3m4!1s0x0:0x6ca0237ed97e38e!8m2!3d37.5483713!4d127.030826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heonggye/?gclid=Cj0KCQjw1vSZBhDuARIsAKZlijQqXbZuz8inbwBiwr_SM-lvnKrCh1WWha5hjVh5PM_O6kcYMo9RM-4aApJoEALw_wcB
http://grandpark.seoul.go.kr/main/ko.do
http://cgg.cha.go.kr/agapp/main/index.do?siteCd=CGG
https://english.visitkorea.or.kr/enu/ATR/SI_EN_3_1_1_1.jsp?cid=1349202
https://english.visitseoul.net/nature/Eungbong-Rock-Climbing-Park_/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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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자연과 소통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삼청근린공원
이곳은 잠시 동안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산과 물 사이에 위치한 이 공원은 오염되지 않은 

광천수로 유명합니다. 환상적인 스포츠 시설 역시 갖추어져 있어 더 

활동적인 것을 찾는 사람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여의도공원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 녹지쉼터는 여가와 문화의 중요한 공간으로 

방문객과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23.

24.

https://www.google.com/maps/place/Samcheong+Park/data=!4m9!1m2!2m1!1ssamcheong+park!3m5!1s0x357ca2cd7338f5a1:0x780506279269706!8m2!3d37.5903931!4d126.9859125!15sCg5zYW1jaGVvbmcgcGFya1oQIg5zYW1jaGVvbmcgcGFya5IBBHBhcmvgAQA
https://www.google.com/maps/place/Yeouido+Park/@37.5254157,126.9215157,15z/data=!4m12!1m6!3m5!1s0x0:0x106cea0f2a17ac4e!2sYeouido+Park!8m2!3d37.5254157!4d126.9215157!3m4!1s0x0:0x106cea0f2a17ac4e!8m2!3d37.5254157!4d126.9215157
http://parks.seoul.go.kr/parks/detailView.do?searchWd=%EC%82%BC%EC%B2%AD&currentPage=1&pIdx=109&searchPArea=&searchPictogram=&tabTarget=2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yeoui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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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504-11

1

길동생태공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산7-3

2

안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

온수도시자연공원
서울 구로구 오류동 궁동, 개봉동,수궁동,온수동,
오류동일대  

4

북서울 꿈의숲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5

서울식물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619-1

7

월드컵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14

서서울호수공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0

15

청계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17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8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19

응봉산 암벽등반공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독서당로60길 13-1

22

삼청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3

북한산국립공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62  

6

서울로7017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14

16

여의도공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24

서울창포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

8

푸른수목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96-4

9

양재시민의숲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36

21

청담근린공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6

20

양재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504-11

10

석촌호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6동

11

강서습지생태공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2-15

12

선유도공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13

걷기 좋은 장소

싹틔우는 자연

도시 자연 복원

놀이와 휴식 공간

서울의 자연 속 모험
지도 표지에서 자연 주머니 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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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찰력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다면

IG: @rewildyourself #rewildyourself

https://www.instagram.com/REWILDYOURSELF/


REWILD YOURSELF

VOICE FOR NATURE

©  2 0 2 2  VO I C E  F O R  N AT U R E  LT D

서울에서 자연과 연결되도록 
돕는 저희의 안내와 함께 ReWild 

Yourself를 즐겨보세요.
Voice for Nature에서 만든 ReWild Yourself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자연과 연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야외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wildyourself 에서 저희와 함께 

귀하의 생각, 창작물 및 산책을 공유해주십시오.

Svabhu Kohli의
‘ReWild Yourself 일러스트레이션’

https://www.instagram.com/REWILD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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