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에서 찾는 평화

새산새숲

이타서울

우리 숲을 살리는 줍깅 -

평화의 숲살리깅 !
우리가 지켜내는 숲이 곧 한반도의 평화이자 지구의 미래입니다
2021 새산새숲 평화의 숲살리깅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으로 한반도는 평화에 한발짝 더 다가가고,
여러분이 주워담는 쓰레기 하나로 지구는 기후위기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평화의 숲살리깅을 통해 우리 숲과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지켜볼까요?

출발하기 전, 준비물 챙기기

1

2

TIP
1

사전 신청을 통해 받은
2021 평화의 숲살리깅 세트(SET)에서
준비물을 챙기세요!

2

새산새숲 친환경 생분해 비닐과 나무집게
그리고 새산새숲 양말을 신고,
운동화에는 새산새숲 신발끈 묶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완충된 스마트폰

출발 전 인증샷
찰칵!

미션클리어 애플리케이션
접속 및 회원가입하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크롬 또는 네이버 앱을
켜고 주소창에 www.newforest.live를 입력하세요.
이타서울 미션클리어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www.newforest.live
미션클리어는 사회공헌
기부공동체 이타서울에서
자체개발한 환경 데이터
봉사활동 인증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숲살리깅 시작하기
미션클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GPS 허용 버튼을 누르고,
9.19km를 걸으며 줍깅을 하거나,
줍깅 활동 누적 3시간을 채워 주세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스마트폰 GPS 꼭 켜기!

숲살리깅 하며,
쓰레기 데이터 수집하기
숲살리깅 활동 중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미션클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초록색 봉투 아이콘을 터치하고,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선택하여 등록해 주세요.
담배꽁초는 10개까지 등록 가능

숲살리깅 활동 등록 후
완료하기
미션클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기 아이콘을 터치하여
참여자님이 주운 쓰레기 봉투 사진을 촬영한 뒤,
완료를 누르면 참여자님의 활동이 최종 등록됩니다.
기록보기로 완료기준(9.19km 또는 누적 3시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완료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숲살리깅 활동 계속하기

SNS에 평화의 숲살리깅 활동리뷰 작성하기
평화의 숲살리깅 활동을 완료했다면,
참여자님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활동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리뷰 작성 시, 활동소감은 세 줄 이상 + 사진 3장(미션클리어 어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의 SNS탭 캡처,
데이터탭 캡처, 분리수거 인증샷) 그리고 해시태그 #평화의숲살리깅 을 꼭 포함하여야 합니다.
TIP 1 : 비공개 게시글일 경우 확인이 어려워 활동 인증이
불가하니 꼭 공개 게시글로!

TIP

TIP 2 : 필수 해시태그 #새산새숲 #평화의숲살리깅
#건강한숲 #우리숲을살리는줍깅 #이타서울

평화의 숲살리깅 활동리뷰 인증하고,
평화의 키트 선물 받기 (추첨 200명)
9월 30일까지 SNS에 평화의 숲살리깅 활동리뷰를 업로드하신 후,
새산새숲 인스타그램 (@newforestkorea) 활동인증 컨텐츠에 인증 댓글을 남겨주세요.
활동리뷰 인증을 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200분께는 새산새숲 평화의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0월 8일 발표예정)
활동리뷰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스타그램 태그
(@newforestkorea)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기
기능 적절히
활용하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활동리뷰글 URL 주소를 남겨주는 센스!
활동을 완료한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은
자원봉사시간 인정 가능!(1인 1회 최대 3시간)
새산새숲 평화의 키트 구성품
스포츠 타월, 마스크, 마스크스트랩, 양말, 운동화끈,
운동화끈 풀림방지 클립, 핀버튼

우리가 지켜내는 숲이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www.newforest.l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