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이흐르기시작한곳은과연어디일까요? 
한강은강원도∙충청북도∙경기도∙서울특별시등중부지방일 의광범위한지역을포함하고있는거 한줄기의강입니다.

그러나그거 한강줄기도처음엔작은물줄기하나로부터시작되었습니다. 한강이시작되는발원지는국립지리원의측정에

따르면강원도태백시창죽동금 산의북쪽계곡인‘검룡소’로확인된바있습니다. 한강은남한강과북한강이합쳐져서이뤄

지고 있으며 남한강을 본류로 흐릅니다.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덕산 금 봉 북쪽계곡에서 발원하여 섬강, 달래강과

합류된후에여주군을관류하여양평군으로들어가흑천과만나고, 금강산에서발원한북한강은남쪽으로흘러금강천, 서천천,

소양강, 가평천, 홍천등을합친후양수리에이르러두물머리에서남한강과합류하게됩니다. 

한강의총길이는? 
한강을남한강과북한강으로나누어보면남한강의길이는394.25km이고북한강의길이는325.5km로남한강이북한강보다

68.75km로더깁니다. 한강전체의길이를알아보기위해한강의법정하구인경기도김포시월곶면용강리유도산정으로부터

한강은이렇게시작되었다. 



직선거리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태백시 창죽동 금 산 검룡소 계곡(발원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강의 총 길이는

497.5km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한강은압록강, 두만강, 낙동강에이어한반도에서네번째로긴강이며유역면적은26,219

㎢로남한면적의27%를차지합니다. 

‘한강’이라는이름은어떻게탄생했나?
삼국시 초기의한강과임진강은한반도의중간허리부분을띠처럼둘 다는뜻에서‘ 수(帶水)’라불리웠습니다. 고구려에

서는‘아리수(阿利水)’라했으며백제는‘욱리하(郁里河)’라했다고합니다. 지금의‘한강’이라는이름이나타나기시작한것은

백제가동진(東晉)과교류하여중국문화를받아들이기시작한때부터입니다. 한강의이름을중국식으로고쳐서한수(漢水)라

불 으며, 조선시 에는경강(京江)이라불리기도하 습니다. 그뒤부터옛이름은차츰없어지고한수또는한강(漢江)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한강’은본래우리말의‘한가람’에서비롯된말로‘한’은‘크다∙넓다∙길다’는의미이며, ‘가람’은강의고

어(古語)로크고넓은강이란뜻으로사용되었습니다. 

3



강서구개화동한강남쪽

지역으로서울시계내에

서는가장아래쪽에위치

한 나루. 강화도 방향으

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지금은광

주바위를중심으로조성

된구암공원이인접해있

어 문화적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암나루(孔岩津) 

4

마포구합정동지역의한

강 북안에 있었던 나루

터. 김옥균과천주교신자

들이처형된장소로서역

사적으로유서가깊은곳

입니다. 현재 양화진 순

교자기념관이 절두산에

세워져있어그 령들을

기리고있습니다.

양화나루(楊花津)

양화나루 서쪽 언덕에

위치했던효령 군의별

장으로 세종 6년(1424)

에건립되었습니다. 처음

에는희우정(喜雨亭)이라

하 으며1925년 홍수

때에 유실된 것을 복원

하 습니다.

망원정(望遠亭)

조선세종때한성부윤과

우의정을지낸노한(1376

�1443)의별장으로이곳

에서모친의묘살이를극

진히하며정자를짓고때

때로올라풍광을바라보

며어머니를그리워하는

효성을생각해서‘효사정’

이라지었다고합니다.

효사정(孝思亭)

지금도현존하는, 동작구

에 위치한 조선 후기의

누정(�亭)으로, 서울특

별시유형문화재제6호

로정조가수원에사도세

자를 참배하러 갈 때 강

을건넌후잠시어가(御

駕)가 쉬며 머물게 하려

고지은것입니다.

용양봉저정(�馬養鳳著亭) 

나루와정자 지금은역사의뒤안길로사라져갔지만선조들은강주변언덕이나산에정자를

짓고자연과어울려강의풍류를즐겼습니다. 

마포 교북쪽방면인도

성서쪽4km 지점에있

었던나루로서일명삼개

나루라불 습니다. 옛부

터마포나루에는새우젓

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

‘마포새우젓장사’라는

애칭이오늘날까지도많

은사람들에게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포나루(麻浦津)

이나루는조선시 서울

에서과천, 수원, 평택을

거쳐호남을이어주는교

통의요지 습니다. 흑석

동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넘어오는강변일 에검

붉은돌이많이분포되어

있어붙여진이름입니다.

동재기나루(銅雀津) 

강서 난지
선유도

여의도
망원 양화 마포 이촌 반포

한 강 의 문 화 유 산 을 느 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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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 왕실 소유로,

주변이아름다워왕들이

가장 자주 찾은 정자로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으로 왕이 피난갈 때,

제천정에 불을 질러 그

불빛으로강을건넜다고

하는데그이후까지남아

있었다는설도있습니다.

제천정(濟川亭)

용산구한남동에있었던

천일정은강건너압구정

(狎鷗亭)이 바라보이던

곳으로 조선 성종 때의

문신김국광이처음으로

정자를지었으며, 6∙25

전쟁때폭격에맞아없

어졌고지금은한남 교

가놓여져있습니다.

천일정(天一亭)

조선시 국가의 주요인

재를길러내기위해젊은

학자들을 사가독서(賜暇

讀書)하게하던곳이었습

니다. 임진왜란때불에타

기까지 약 70년 동안 많

은 인재가 배출되었습니

다. 율곡이이도이곳에서

「동호문답」을 월과로 제

술하 다고전합니다.  

독서당지(�書堂址)

‘입석포’는한강의본류

와중랑천이합류하는현

재성동구응봉동강변에

있었던포구로두모포보

다작은나루 습니다. 넓

은평야와강가운데저자

도를포함하는주변의수

려한경관은조선조문인

서거정, 강희맹등의예찬

시로도유명합니다.

입석포(�石浦)

조선세조때의재상인한

명회의별장으로부귀공

명 다 버리고 강가에서

해오라기와벗하여지낸

다는뜻이나 매우화려

해중국사신을접 하기

도 했습니다. 압구는 한

명회의 호로서, 말을 잊

어버리고강가로나가갈

매기를벗으로삼아남은

생애를조용히보내겠다

는뜻입니다. 

압구정(狎鷗亭)

낙천정은조선태종이왕

위를세종에게물려주고

머물던 정자로, 광진구

자양동에있습니다. 서울

시가문화발굴조사를통

해 1991년에는 옛 산

기슭부분에정자를건립

하여 그 자취를 알리고

있습니다. 

낙천정(�天亭)

조선시 에는서울에서지방으로이동하기위해서모든주민들은한강을건너야했고배를통해서만이동할수

있었기때문에한강의여러곳에나루가생겨나게되었습니다. 당시나루를설치한근본적인목적은사람의왕래를

위한교통로, 물자의운반을위한수송로, 국가의안녕과질서를위한초소로서의기능때문입니다. 

조선시 제1의 도선장

(渡船場). 서울에서 용

산∙충주로통하는큰길

의요충지 습니다. 예전

에는 한남동 앞의 강을

‘한강’이라하여,  한강도

라 하 습니다. 군사적

요충지로 후기에 진(鎭)

을설치했습니다.

한강진나루(漢江津)

이곳은한남동한강나

루터와이어지는나루터

가있던곳으로조선시

에경기도광주군언주면

새말로불리었습니다. 상

업이 성행했던 곳이며,

말죽거리, 판교를 지나

남부지방과연결되는교

통의요지 습니다. 

새말나루(新村津)

석촌호수 부근에 위치.

조선후기상업의발달과

경강상인의활발한활동

에 힘입어 송파장(松坡

場)이번성하 기때문에

이일 를근거로유행하

던민속놀이인송파산

놀이가유명하기도하

습니다.

송파나루(松坡津)

뚝섬선착장부근에있었

던 나루터로서 독백(禿

白)이라 하 습니다. 조

선효종때한강을이용

해서목재∙땔감이거래

되었기때문에국가에서

는이곳에세금을거두어

들이는수세소(收稅所)를

설치하여운 했습니다.

뚝섬나루(纛島津)

오늘날은그자취를찾을

수없으나광진교가놓여

져있는한강북단에위치

한곳으로강원도와남쪽

지방으로가는사람들이

주로이용했던곳입니다.

광나루(廣津)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1970년 이후
강위에많은
다리가개통됨에
따라한강의
나룻배는점차
그자취를
감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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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한강의변화가시작됩니다!    흥미진진한한강의변화가시작됩니다!    

한강르네상스

활력넘치고멋진

수변도시가탄생합니다
한강변 도시공간이 배후지의 재

개발등토지이용변화와연계하

여물과직접연결된Waterfront

형복합공간으로변모합니다. 

8 실현과제

4 
워터프런트
타운조성

한강변경관개선
한강과수변의풍경이

더욱더아름다워집니다
한강변건축물의제도적인경관

관리와 강 안팎을 아우르는 체

계적인조명계획을통해한강을

매력적인공간으로바꿀계획입

니다. 

한강중심의
도시공간구조재편

서해로의뱃길회복으로
서울의성장동력을

창출합니다
닫혀있는 서해로의 뱃길 개방을

통한‘항구도시’서울의 미래를

착실히준비하여, 남북간경제∙

평화협력의기반을조성하고세

계일류도시를향한성장동력으

로발전시켜나갈계획입니다. 

서해연결주운
기반조성

한강을중심으로

서울의모습이달라집니다
서울의중심부에위치한한강이

강남∙강북의 경계가 아닌 통합

의공간이자미래성장동력의기

반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시

의공간구조를한강중심으로재

편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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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는‘회복’과‘창조’라는기조하에분야별목표를설정하고실천을위한주요과제들을통해시민

들에게보다발전적인미래비전을제시하는프로젝트입니다. ●풍요로운 자연과문화의향기를느낄수있는살아나는한

강●한강다리에버스정류장이설치되고, 지하철역의무료자전거를이용해가까워지는한강●한강둔치의콘크리트

가계절에따라야생화가번갈아피는 녹색공간으로바뀌어가보고싶은한강●곳곳에문화및친수공간과다양한수

상레저시설을갖추어볼거리, 즐길거리가풍성한매력적인한강, 또 역동적인한강이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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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으로의
접근성개선

한강변역사유적
연계강화

한강이시민곁으로

더가까워집니다
현재의 지하통로에서 지상의 보

행녹도로 한강으로의 접근방식

을근본적으로전환해나가면서,

한강주변의버스∙지하철등

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존접근도로의환경을 폭개

선합니다. 

한강중심의
Eco-Network 구축

7 

한강의생명이
살아숨쉬는공간으로

되살아납니다
한강과 지천을 아우르는 동서∙

남북의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지천합류부등생태거점지

역을 폭 확충∙연계함으로써

한강 전체가 자연성이 회복되고

생명이살아숨쉬는건강한하천

으로탈바꿈합니다. 

테마가있는
한강공원조성

한강공원이
서울의상징으로

새롭게태어납니다
12개의한강공원을배후지의토

지이용 등을 고려, 각각의 주제

에걸맞는고품격문화공간으로

바꾸어나갈계획입니다. 

7

한강변의역사유적을
보다다양하게

체험할수있습니다
한강변의 역사유적을 상호 연계

하고, 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역

사∙문화∙교육의장으로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의도권역여의도권역
국제업무지구와연계되는

수변워터프런트

용산권역용산권역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서울의 표적워터프런트타운

난지권역난지권역
재생에너지주제공원

양화∙선유권역
공원의특성을살린

수변문화공간,  터미널및

마리나 설치

양화∙선유권역

마곡권역마곡권역
친환경워터프런트타운 망원권역망원권역

수변문화공간조성및

서울의근∙현 사

역사테마파크조성

강서 권역(River West) 

서울의친환경전략거점

중심 권역(Urban Core) 

서울의 표적업무∙문화의중심

Renaissance권역별종합계획(안)



이촌권역이촌권역
국가상징축한강Memorial Park

반포∙잠원권역
잠수교를중심으로한

강남∙강북연결Bridge Park

반포∙잠원권역

뚝섬권역뚝섬권역
뚝섬유원지의옛기억 어뮤즈먼트Park

잠실권역잠실권역
잠실운동장을중심으로한

스포츠& 레저타운

광나루권역광나루권역
한강상류의자연생태보전

지구의보전및확

단계별추진계획
태동∙성장기(2010) 

- 마스터플랜의완성및수변도시계획의확정

- 특화된한강시민공원등핵심사업추진

완숙기(2020)

- 서해주운의개통, 워터프론트타운의완성

- 권역별특화사업완료

완성기(2030)

- 완전한자연성회복, 워터프론트타운의완성

- 세계속의한강, 세계초일류항구도시의비전실현

강동 권역(River East) 

스포츠레저와역사문화의거점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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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한강
서울도심의자연친화공간인한강공원은그야말로한강의자연을사계절느낄수있는공간입니다. 
한강자체가 도시에서는보기힘든탁트인넓은시야를제공해강과하늘의조화가자연을 변할뿐만아니라더욱자연과가까워지려는

노력덕분에나날이더풍부한자연친화공간으로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



꽃전시장한강
한강공원은꽃으로계절을말해줍니다.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넓은 꽃밭에 흐드러지게 피어있

는꽃들이지나는이로하여금탄성을자아내게

만듭니다. 4월 유채꽃을 시작으로 도심에서는

보기힘든 밭과억새까지그야말로꽃천국을

만끽할수있는공간을제공합니다. 가족나들이

와사진찍기에도안성맞춤입니다.

생태공원과자연학습장
한강공원에 자연학습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여의도, 잠실, 뚝섬, 잠원, 이촌으로특히뚝섬지

구텃밭에는37종의각종농작물을키우고있습

니다. 이외에도습지를이용해자연그 로의모

습을 보존,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여의도

샛강, 강서습지, 고덕수변에조성하여어린이들

의자연관찰학습장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철새들의환승역한강
한강은자연의보고(寶庫)라불릴만큼생태계가

그 로 보존되어 있으며 여름철새들과 겨울철

새들이번갈아쉬어가는환승역역할을하는곳

으로 밤섬, 강서습지, 고덕수변 복원지가 있습

니다. 철새에 한궁금증을풀어줄자원봉사자

와조류안내도우미를통해망원경으로철새들

을관찰하면서생태에 한설명을들을수있

습니다.

봄(3월~5월)

벚꽃(여의도) / 유채꽃(반포) / 장미(양화)

가을(9월~11월)

코스모스(양화) / 억새밭(광나루, 잠원, 이촌)

여름(6월~8월)

(반포) / 해바라기(반포)

겨울(12월~2월)

밤섬철새조망 (여의도) / 철새탐조유람선(여의도)

11



생태공원과자연학습장
1986년에완공된한강공원은그후21년동안더욱자연친화적인공원으로가꾸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있었습니다. 그결과생태공원

과자연학습장이만들어져자연그 로의모습을보존하고있어어린이들에게학습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한강에서자연학습장이

있는곳은여의도, 잠실, 뚝섬, 잠원, 이촌모두5곳으로가족나들이와학습장소로활용되고있으며여의도, 강서, 고덕세곳에조성된생

태공원은생태보존의장으로도그의미를갖습니다. 각생태공원마다사계절다양한생태학습프로그램도운 중입니다.

자 연 그 로 를 느 끼 고 배 운 다

밤섬 241,490㎡넓이의밤섬에는매년70여종9,000

여마리의철새가찾아옵니다. 밤섬은도심속의유일한철

새도래지로가치가높아1999년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

정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327호인 원앙, 제 323호인

매, 황조롱이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밤섬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의도 둔치에 마련된 철새 조망 에서 밤섬의

철새를관찰할수있습니다. 

찾아가는방법지하철5호선여의나루역2번출구로나와서서강 교

방향으로도보로15분

선유도공원 양화 교남쪽에위치한선

유도공원은과거정수장의건축구조물을재활용

한환경재생생태공원입니다. 한강의과거∙현재∙

미래를한눈에볼수있는한강전시관과물봉선

화, 쇠뜨기, 수련등수생식물이심어져있는수

질정화공원, 환경물놀이터등이있습니다. 
찾아가는방법지하철2호선합정역2번출구또는6호선8번

출구로나와서버스5714번타고선유도공원입구에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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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수변 생태복원지 기존의 모래톱, 갈

숲,산림지역등다른지역에서찾아보기힘든자연적요

소를갖춘곳으로하천부지에생태계복원식물을식재하

여생물종의다양성을증 하 으며,청둥오리, 흰뺨검둥

오리등의수면성조류와박새, 곤줄박이, 오목눈이등의

산림성조류가서식하는도시생태계상자연이잘보존된

곳입니다.
찾아가는방법지하철5호선명일역3번출구로나와서마을버스2번, 5

번을타고주공아파트후문하차후강동구음식물재활

용센터방향도보15분

여의도샛강생태공원
1997년9월25일여의도에국내최초로조성된생

태공원입니다. 개발이전의여의도는한강모래섬으

로, 샛강은모래섬사이로흐르는한강의지류 습니다.생태

공원은기존의공원과달리사람의간섭을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질서에의해생물종다양성을유지하며 스스로 변

화, 발전할수있도록한공간입니다.
찾아가는방법지하철5호선여의도역1번출구에서윤중로쪽으로450m 직진

강서습지
생태공원 한강변 생물들의

서식처를보존하며동∙식물들의모습

을관찰하고학습할수있도록조성된

공원입니다. 이곳에는 민물가마우지,

흰뺨검둥오리, 중 백로, 황조롱이, 개

개비, 배추흰나비, 갈 , 물억새 등이

자연스럽게어우러져살고있으며, 계절

에따라다양하게변화되는생태공원

의모습을볼수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지하철 5호선 방화역 2번출

구 우리은행 앞에서 6번 마을버스 타고

개화나들목앞에하차후나들목을

통과하여진입



누리는한강
한강공원은서울시민들에게열린문화공간으로, 미래서울의문화중심지 로도약하고있습니다. 
한강둔치에서펼쳐지는각종축제를서울시민및외국인들이직접체험하고즐길수있도록다양한문화∙레저 프로그램개발등

볼거리와즐길거리가가득찬테마관광지로조성하려는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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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3월~5월)

�벚꽃축제(여의도) 

�서래섬유채꽃축제(반포) 

�한마음단오민속축제(여의도)

�찔레축제(고덕수변생태복원지)

서울의미래문화중심지
한강공원은1년365일끊임없이다양한문화행

사와 가족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누

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공원으로자리잡아가

고있습니다. 여기에각공원의특성을살린자

료전시관, 공연장등의문화시설을설립하여한

강과주변지역을연결하는문화벨트형성을통

해열린문화공간으로서역할을한층더강화하

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데이트, 화촬 의명소로
밤이되면한강의교량들에화려한조명이더해

져아름다운야경을만들어냅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을방문해가장인상깊게느끼는것중의하

나가한강의야경입니다. 또한, 연인들이데이트

하기에 낭만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한강공원은

최근각종 화와드라마촬 지로또다른명소

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문화유적지를둘러본다.
한강은선사시 부터우리민족의삶의터전이

었던만큼그주위에많은문화유적지가있습니

다. 암사동선사유적지를비롯하여적석총, 몽촌

토성, 절두산순교기념관, 행주산성에 이르기까

지우리민족의과거와역사를한눈에볼수있

는한강변에는 문화유적지가다양하게분포되

어있습니다. 

여름(6월~8월)

�강변카페페스티벌(뚝섬) �해바라기축제(반포)

�한강사랑레포츠페스티벌(뚝섬)

�한강생태투어(선유도) � 서리축제(반포)

가을(9월~11월)

�한강어린이그림그리기 회(선유도)

�서울세계불꽃축제(여의도)

�콩서리축제(여의도) �땅콩캐기체험(이촌)

�고구마캐기체험(광나루, 망원)

겨울(12월~2월)

�선유도조각전시회(선유도)

�전통연날리기교실(선유도)
위의행사들은사정에따라변경, 취소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한강사업본부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즐기는한강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마라톤, 등개인스포츠부터축구그리고농구등단체경기에이르기까지
한강공원은레포츠의천국입니다.멀게만느껴지던레포츠를가까이에서즐길수있도록한강이레포츠공간으로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시원한강바람을맞으며즐기는요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한강에서만끽할수있는또하나의즐거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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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12월~2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한강공원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스포츠의 장

입니다. 특히80.7km에달하는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급경사, 급커브 구간을

개선하여안전사고율을크게줄 습니다. 또한

초보자를위한인라인스케이트광장및X-게

임장 설치로 인라인을 즐기는 사람들을 한강

으로불러모으고있습니다.

257개의각종스포츠시설
한강변12개공원에는축구장, 농구장, 수 장

그리고 국궁장에 이르기까지 총257개에 달하

는 스포츠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유료 또는 무료로 예약해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가까이서즐기는수상스포츠
요트, 윈드서핑, 수상스키등멀게만느껴지던

수상스포츠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강입니다. 여름이면 한강은 하얀 물보

라를 일으키며 물살을 가르는 수상스포츠 매

니아들로북적입니다.

�눈썰매장(여의도, 뚝섬)

가을(9월~11월)

�자전거(80.7km) 강남41.4km, 강북39.3km

�인라인스케이트 (10.3km) 인라인스케이트광장및

X-게임장 (광나루, 이촌, 반포, 난지, 뚝섬)

�마라톤

여름(6월~8월)

�수 장(여의도, 망원, 뚝섬, 광나루, 잠원, 잠실)

�수상스키, 윈드서핑, 요트, 바나나보트, 땅콩보

트, 플라이피쉬등(이촌, 반포, 양화, 망원, 뚝섬)

봄 (3월~5월)

�자전거(80.7km) 강남41.4km, 강북39.3km

�인라인스케이트(10.3km) 인라인스케이트광장및

X-게임장(광나루, 이촌, 반포, 난지, 뚝섬)

�마라톤



레 포 츠 천 국 한 강 속 으 로 …

한강이있어즐겁다
강동구강일동부터강서구개화동까지41.5㎞ 구간의강변을따라펼쳐진한강공원이12곳. 축구장, 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는

물론윈드서핑, 요트까지즐길거리가풍성하며, 밤하늘의별을바라보며캠핑도할수있습니다. 

구분

뚝섬

이촌

망원

난지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1

여의도2

양화

강서

수탁자

고재흥

나정옥

고정숙

김의식

고재길

김권식

임연규

임경숙

고재룡

김미연

김백형

이금년

연락처

011-9635-9188

011-9161-7675

011-276-7675

017-531-2597

018-221-7551

019-305-5067

011-9005-7858

011-9161-7675

019-313-0062

011-9910-7666

011-276-7675

019-305-5068

운 장소

청담 교밑

거북선나루터옆

보트장주차장옆

요트보관소옆

만남의광장옆

보훈매점앞

용성레저주차장앞

보훈매점앞음수 옆

원효 교밑

여의도수 장앞

유람선옆주차장

자전거보관소옆

자전거 여점

강
북
지
역

강
남
지
역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코스
싱그러운바람을가르며강을따라한적하게자전거를탈수있는강변자전거도로는강남지역은

암사취수장에서행주 교남단까지41.4km, 강북지역은광진교북단에서난지한강공원까지

39.3km에걸쳐조성되어있습니다. 아스팔트로포장되어시민들이교통사고의위험없이

주변의아름다운경관을즐기면서자전거로달릴수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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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장 한강변6개공원(광나루, 잠실, 잠원, 여의도, 망

원, 뚝섬)에는수 장이있습니다. 수 장은일반야외수 장

이용요금의절반수준으로저렴할뿐아니라철저한수질관

리로안심하고이용할수있으며수 용품과간단한음료등

을판매하는매점등의부 시설을갖추고있습니다.

수상스포츠레저스포츠의명소한강

공원에서는 윈드서핑 외에도 수상스키, 모터

보트등각종수상스포츠를즐길수있습니다.

특히청소년들이친구들과함께즐길수있는

래프팅,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땅콩보트, 웨

이크보드등은초보자도쉽게배울수있고짜

릿한스릴도느낄수있어스트레스해소에도

많은도움이됩니다. 

캠핑장 난지캠핑장은상암동월드컵경기장

주변인한강공원내에자리잡고있습니다. 체육시

설, 레저시설등으로조성되어있으며여가시간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변공간입니다.

한강둔치의경관과어우러진난지캠핑장은서울

의명소로자리잡고있습니다.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코스

수상스포츠

자전거 여소

국궁장

캠핑장

수 장

X-게임장

국궁장궁도는국궁(國弓)과양궁(洋弓)

으로나뉘는데, 예부터한민족에게는가장

중화된 무예이자,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기

르는방편이었습니다. 현재난지캠핑장옆국

궁장은10개의과녁을갖춘서울시국궁협회

훈련장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언제나 국궁을

체험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습니다.



여의도공원
여의도

행주 교

방화 교

가양 교

성산 교

마포 교

한강철교

당산철교

동작 교

반포 교

한남 교

성수 교
동 교

청담 교

잠실 교

잠실철교

올림픽 교

천호 교

광진교

동호 교

한강 교

양화 교

공암진

행주산성

밤섬

63빌딩

사육신묘

국립현충원

새남터성지

전쟁기념관

이태원지

천일정

제천정

잠원뽕나무밭터

고속버스터미널

압구정지

입석포
중량천

봉은사

삼릉공원 잠실종합운동장

송파진

어린이 공원

아차산성

풍납토성

올림픽공원

롯데월드

국회의사당

행주선착장예정지

양화선착장

선유도선착장
잠두봉선착장

여의도선착장

서울숲선착장

뚝섬선착장

잠실선착장

선유도공원
한강월드컵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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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모험의세계한강해적선
2006년 4월부터운항하기시

작한 테마유람선인“해적선”은

5m 높이의돛 , 해골과칼이그

려진깃발을설치하고내부는난

파된해적선분위기로꾸몄습니

다. 또한 해적선에서 펼쳐지는

다양한이벤트와함께해적의상

과소품을입고사진도찍을수있도록했습니다.

주간운항코스(1시간30분소요)여의도선착장� 동작 교� 성산 교(오전11시, 오후1시30

분, 3시30분)  야간운항코스(1시간30분소요) 여의도� 동작 교� 성산 교� 여의도(여

의도오후7시30분) 운행요금어른14,600원, 초등학생이하7,300원 www.cn-hangangland.co.kr / 02)3271-6900

잠실~ 여의도

여의도~ 잠실

여의도~ 뚝섬

뚝섬~ 여의도

여의도~ 서울숲

서울숲~ 여의도

뚝섬,잠실~ 서울숲

서울숲~ 뚝섬,잠실

편도운항코스 요금(어른) 

9,900원
9,900원
9,900원
9,900원
6,600원
6,600원
6,600원
6,600원

소요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40분
40분

20분~30분
20분~30분

여의도~ 난지~ 여의도

난지~ 여의도~ 난지

여의도~ 양화~ 한강 교~ 여의도

잠두봉~ 여의도~ 잠두봉

양화~ 여의도~ 한강 교~ 양화

잠실~ 뚝섬~ 한남 교~ 잠실

뚝섬~ 한남 교~ 잠실~ 뚝섬

서울숲~ 한남 교~ 잠실~ 뚝섬~ 서울숲

여의도~ 동작 교~ 난지~ 양화~ 여의도

회항운항코스 요금(어른) 

9,900원
9,900원
9,900원
9,900원
9,900원
9,900원
9,900원
9,900원
14,600원

소요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30분

한 강 에 서 서 울 을 본 다

한강유람선
밤이되면한강의다리에조명이들어오고강변의도로와건물의불빛이물결에반사되면서한강은환상적인야경을연출합니다. 이러한화려

한야경과서울의모습을한눈에볼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유람선을타는것입니다. 국회의사당과여의도의마천루와63빌딩남산등서울

의변화된다양한모습을한강유람선을타고만끽할수있습니다.

난지선착장

여의도양화난지순환(회항)코스

잠실순환(회항) 코스

잠실여의도편도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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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교

천호 교

광진교

한 강

송 파 구
풍납동

천호동

강 동 구

동아한가람
아파트

인천취수장
풍납취수장

주차요금소

성남취수장

즈믄길나들목

암사나들목

고덕나들목
토끼굴

슥근초단지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광장

만남의광장

어린이놀이터

풍납토성

관공선선착장
(한강경찰 )

천호역

암사역

풍납나들목

성내동

선사현 아파트

어린이야구장

삼성광나루

아파트

한 강

올
림

픽

로

암사동
자연생태경관

보전지역

천혜의자연환경과다양한레저의공간

광나루 광진교상류부터성내천교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북쪽으로경기도구리시, 남쪽으로서울시강

동구및하남시와인접해있습니다. 길이는12km, 면적1,554,810㎡로한강공원중가장넓습니다.

서울시의유일한상수원보호구역으로물이맑고깨끗하며, 북쪽아차산수목의푸르름과2km에

이르는한강둔치의갈 밭이잘조성되어아름다운경관을자랑합니다. 또한이곳주변에는암사

선사주거지, 풍납토성, 몽촌토성등많은문화유적지가곳곳에있습니다. 

문의전화02-3780-0501

광나루
안내센터

몽촌나들목

암사동
자연생태경관

보전지역



23

102,497㎡ 규모의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한강상류에서흘러온모래흙이쌓여조성된호안과

규모갈 군락지로이름난곳입니다. 이곳에는

산림청보호식물인낙지다리, 쥐방울덩굴과애기

부들, 가래와 질경이택사 등이 식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말똥

가리등다양한조류가나타납니다.  

암사동생태경관보전지역

천호 교와광진교사이에위치해있는인라인스

케이트전용광장은5,214㎡ 의면적으로조성되었

으며, 초보자들이 강습을 받고 안전하게 연습할

수있는광장과매니아들을위한원형트랙등을갖

추고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안전장비만갖추

면누구나무료로이용할수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전용광장

한강유역중신석기시 부터사람이살았던흔적이

뚜렷한곳으로약6천년전신석기시 사람들의삶

의터전으로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석기등이출

토되었습니다. 오랜옛날부터바위절이라불리워진

남서쪽의강동구암사동155번지일 8,260㎡ 규

모의이곳에는아홉채의신석기움집이원래모양으

로꾸며져있습니다.

암사선사주거지

종 류

운동시설

수 장

편의시설

주차시설

자전거도로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3, 어린이야구장1, 배구장6, 농구장6  

체력단련장2, 테니스장8, 배드민턴장4, 수 장1, 

인라인스케이트장1, X게임장1

5.7km

어린이놀이터1, 매점3, 강동경찰서수상안전센터

음료수 17, 화장실7, 그늘막22, 주차장

445 주차가능

1일1회3,000원월정기권50,000원

수용인원1,200명(7월~8월개장)

버스로오실때

천호동공원(1,000m) 3411, 3311, 3211, 340 

지하철로오실때

5∙8 호선천호역 1번 출구(500m)

8 호선암사역 4번출구(600m)

승용차를이용할때

올림픽 로하일 IC방향천호 교를지나

2000m지점현 아파트방향으로나와올림픽 로쪽

지하보차도나들목이용

올림픽 로공항방향암사선사주거지를지나

400m지점진입로이용

광나루안내센터

3780-0501

국제도로기기(주)

3436-2901

470-9561



보조축구장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 장

학생체육관

헬기장

청소년놀이마당
수상업체(스타우트)

진입광장

종합운동장
나들목

신천나들목

자전거 여소

토끼굴

수 장

롤러스케이트장
트랙구장

자연학습장
배구장

도선장 축구장
어린이놀이터

자연초지

잠실주공아파트

유람선선착장

수상콜택시승강장

석촌나들목
잠실나들목

성내역나들목

장미아파트

성내역

한 강
한 강

잠실 교

잠
실
철
교

송 파 구
잠실동

24

안내소

안내소

물고기길안내
자원봉사안내소

물고기길(어도)

잠
실
수
중
보

잠실안내센터

족구장
게이트볼장

물고기길과문화유적지가즐비한

잠실 성내천부터 동 교중앙사이에위치해있으며, 길이는4.8km, 면적539,071㎡로잠실종합운

동장, 롯데월드, 올림픽공원이인접해있어어느지역보다 단위스포츠및레저시설이고루갖

추어져생활체육이활성화되어있는곳입니다. 자연학습장과잠실수중보물고기길(어도)이조성

되어생태환경의새로운모습을보여주고있습니다. 

문의전화02-378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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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보계단이높아도약력이약한물고기들이강

을거슬러올라갈수없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폭4m, 길이228m 규모로물고기길을만들어시

민들이산란기때물고기들이떼지어올라가는모

습을관찰할수있게만들었습니다. 주변산책로와

더불어 잠실수중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의 시원

함을함께즐길수있습니다. 

자연학습장은할미꽃, 노루오줌, 며느리배꽃등우

리나라토종꽃을감상할수있는곳으로어린이들

의자연학습장으로많이이용됩니다. 제법규모가

커서구획별로다양한꽃들을감상할수있으며자

연학습장에 원두막을 만들어 시골정취를 느끼며

휴식을취할수있도록하 습니다.

자연학습장

올림픽공원내에위치한몽촌토성은백제의토성으

로한강지류를끼고있는이곳의자연지형을이용

하여진흙을다져쌓아성벽을만들었습니다. 토성

은북쪽으로부터의침공에 비한방어용성격을

띄고 있으며, 토성 안에서 발굴된 백제의 유물과

구조물들은이곳이백제의위례성이었을가능성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몽촌토성잠실수중보물고기길

종 류

운동시설

수 장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유람선선착장

수상콜택시승강장

수상업체

주차시설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1, 육상경기연습장1, 수 장1,

청소년광장1, 게이트볼장6, 족구장1, 배구장2

6.3km

어린이놀이터1, 자연학습장1, 주차장5, 화장실9, 음수 12

매점3, 선착장식당(유쉘, 진주나루), 그늘막35

총721 주차가능, 1일1회3,000원, 월정기권50,000원

수용인원3,400명(7월~8월개장)          

편도및회항편운항

승강장

모터보트, 수상스키등

버스로오실때

성내역(900m) 3412, 3316, 3312, 361

잠실역(800m) 9403, 9203, 9202, 3412, 3411, 3312

마을버스 1009, 1007-11, 1007, 15-5

신천역(700m) 3422, 3415, 3414, 3412, 3411, 3312,

3218, 3217, 730, 362, 360, 301

지하철로오실때

2호선성내역 3, 4번출구(900m) 

2∙8호선잠실역 5번 출구(800m)

2호선신천역 7번출구(700m) 

승용차를이용할때

올림픽 로하일 IC방향청담 교를지나 900m지점

잠실종합운동장방향으로진입하여왼쪽나들목이용.

올림픽 로공항방향잠실철교를지나 100m지점에서

잠실역방향으로진입후 540m지점의공원진입로이용

잠실 교를지나 1,500m지점공원로이용.

잠실안내센터

3780-0511

국제도로기기(주) 2203-2901

421-2574

(주)C&한강랜드416-8611

(주)즐거운서울1588-3960

스타우트개발52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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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 구

압구정동

서 초 구
잠원동

신반포5차아파트

잔디밭

제2안내소

청소년광장

자연학습장

잠원수 장

수상업체
(서울국제요트클럽)

테니스장 시범잔디밭

꽃밭조성지

축구장

농구
장
배구

장
농구

장

체력단련장

만남의광장

자전거 여소

수상업체(ON)

트랙구장

신반포18차아파트

신사중학교

미성아파트한강아파트
현 아파트

강남나들목

잠원나들목

수상업체리버시티
(삼세룡) 보트장보트장

한 강 한 강

올
림

픽

로

신사공원신사공원

한남 교

잠원안내센터
안내소

강 남 구

강변따라갈 밭과수상스포츠의천국

잠원 동 교 중앙부터 잠수교 상류 철탑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는 5.4km, 면적 474,213㎡로

압구정동, 신사동, 잠원동이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인접해 있습니다. 둔치에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수 장, 체력단련장이있고, 수상에는수상스키, 요트수상업체등시설이

고루갖추어져있습니다. 인라인도로가있어시원한강바람을맞으며인라인을즐길수있는곳

입니다.

문의전화02-3780-0531

관공선선착장
수상콜택시승강장



버스로오실때

신사중학교(500m) 9405, 3422, 3418, 3412, 3411,

362, 361, 143

설악아파트앞(900m) 1148, 362, 361, 143

신반포18차아파트앞(200m)4418, 362, 361

지하철로오실때

3호선신사역5번출구(1,000m)

3호선압구정역1번출구(800m)

승용차를이용할때

올림픽 로공항방향한남 교남단램프에서

강남 로4차선쪽고가램프진입우측차선에서우회전후

50m지점에서다시우회하여신반포18차337동앞에서

우회전진입.

올림픽 로잠실방향여의도에서반포 교를지나

강남 로방향4차선쪽으로진입첫번째에서우회전과

신반포18차337동앞에서우회전진입.

한강이인접해있어경관이뛰어난잠원수 장은

수 을하면서한강물을감상할수있어마치

강물속에서수 하는기분을맛볼수있습니다.

시설도우수하고주변에자연학습장이잘조성

되어있어가족단위물놀이공간으로많이찾는

곳이기도합니다. 

바나나보트에서 웨이크보드까지 다양한 종류

의 수상레포츠를즐길수있습니다. 강물위를

쾌속질주하다보면아찔하고짜릿한 쾌감을느

낄수있고스트레스해소와운동효과도뛰어나

여름이면수상스포츠를즐기는사람들로북적

입니다. 숙련된조교들이강습과상담을해주므

로초보자도쉽게배울수있습니다. 

수상스포츠

서초구잠원동에위치한조선초기에심어진나

무로서울특별시지방기념물제1호로지정되

었습니다. 용재총화에따르면성종~연산군재

위기간에이일 에신잠실이설치될때심어진

것으로추정되며, 신잠실은국립양잠소격으로

백성들에게양잠기술을전파함을목적으로세

워진곳입니다. 

잠실리뽕나무수 장

종 류

운동시설

수상스키장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수 장

수상업체

주차시설

수상콜택시승강장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농구장6, 테니스장5, 수 장1, 로울러장1, 

체력단련장1, 청소년광장1, 배구장2, 축구장1, 트랙구장1 

6.0km

자연학습장1, 주차장6, 매점3, 화장실7, 음수 11, 그늘막39 

수상스키이용

수용인원3,000명(7월~8월개장)

모터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워터슬래드

요트, 윈드서핑등

총673 주차가능(1일1회3,000원, 월정기권50,000원)

승강장

27

잠원안내센터

3780-0531 

생활체육수상스키연합회

541-8255

536-8263  

온516-8788

삼세룡3445-8000

화창레저산업3477-0333

(주)C&우방랜드3271-6950

(주)즐거운서울1588-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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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교

한 강 한 강

반포동

서 초 구

잠원동

수상업체
(다몬인베스트먼트)

유채단지

축구장

자연초지
인라인트랙광장

밭

한신신반포아파트

반포우성아파트

반포나들목반포안내센터
나들목

서래섬나들목

오리집
서래섬(인공섬)

한신아파트

신반포아파트
반포2동사무소

경남아파트

배구장
농구장

배구장

반포안내센터

농구장

축구장

서래섬과유채꽃이인상적인

반포 잠수교 상류 철탑부터 최하류쪽 한강철교 중앙까지며, 길이는 7.2km, 면적 563,015㎡로 반포

아파트단지, 고속버스터미널등이부근에있고서초구와동작구에인접해있습니다. 둔치중간쯤

에 있는 서래섬에는 물길을 따라 자연석 호안가에 수양버들이 드리워져 있고, 부근엔 갈 밭과

호안산책로가조성되어있어젊은연인들의산책코스로애용됩니다. 이밖에도자전거도로가잠원,

잠실, 여의도공원과연계되어장거리하이킹코스로적당합니다. 

문의전화02-3780-0541

관공선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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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교와동작 교사이에자리잡고있는서래

섬은1982년부터1986년까지올림픽 로건설및

한강종합개발을하면서조성한인공섬으로3개의

다리가연결돼있습니다. 특히봄철에는유채꽃이

만발해사진찍는사람들로붐비는등, 1년내내각

종꽃과식물들이무성하게자라서사진촬 은물

론산책을즐기기에안성맞춤입니다. 

서래섬의 5월은 유채꽃 축제로 유명합니다. 약

24,793㎡ 의드넓은초원에노란색물감으로점을

찍어놓은듯아름답습니다. 유채꽃밭에는 벌, 나

비, 새들이향기를찾아날아들어어린이들이자연

과더불어마음껏뛰어놀며자연학습을할수있는

공간이마련되어있으며, 사진찍기좋은장소로알

려져있습니다. 

유채꽃

동작구동작동에위치한국립현충원은1955년7월

15일국군묘지로창설되어국가와민족을위해순

국한호국 령이잠들어있는민족의성역입니다.

이곳은관악산기슭의공작봉을주봉으로하여정

기어린능선이병풍치듯삼면을감싸고앞으로는

한강이 굽이쳐 도는 풍수상 명당으로 손꼽히는

1,430,000㎡ 의포근한땅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국립현충원서래섬

종 류

운동시설

보트장

편의시설

자전거도로

주차시설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2, 배구장8, 농구장6, X게임장1, 체력단련장1

7.2km

361 주차가능(1일1회주차3,000원∙월정기권5,000원)

매점2, 주차장5, 화장실5, 음수 5, 그늘막29

모터보트, 수상스키등

버스로오실때

반포2동사무소(반포주공제1지구 1차아파트2동앞) 

9504, 9412, 6411, 5412, 4425, 4418, 4212, 4011,

3420, 3412, 1411, 642, 640, 609, 600, 362, 361,

360, 41, 1-2

지하철로오실때

3∙7호선고속버스터미널역 1∙8번 출구로나와

반포지하상가 7∙8번 출구이용

4호선동작역 2번출구(1,000m)

승용차를이용할때

올림픽 로김포공항방향반포 교를지나

100m지점진입로이용.

올림픽 로잠실방향한남 교남단램프에서김포공항

방향올림픽 로를진입하여반포 교남단을 통과하

여 100m지점진입로이용. 

반포안내센터

3780-0541

다온인베스트먼트599-5607



한 강

한 강

등 포 구

여의도동

여의도동

올

림

픽

로
당산동

등포동

동 작 구
노량진동

운동장

국회의사당

주차장

국회축구장

문화마당

중소기업회관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청소년광장

LG트윈타워

장미아파트

여의도종합상가앞

미성아파트

갈 숲

생태못

농구장

축구장

KBS별관

인도네시아 사관파천교
주차장

여의도
시범아파트

63빌딩

잔디광장

노들나루

진성나루

119수난구조 수상업체(파라다이스)

여의도
63수변마당

놀이터

민속놀이마당

파크골프장

노량진수산시장

동작구청

성모병원주차장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

조망

관공선선착장
(한강홍보선)

수상업체
(여의도보트)

자연학습장

생태의숲

문화마당

잔디마당

통일주차장

순복음교회앞
SBS 놀이터SBS 놀이터

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삼성아파트

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앙카라공원앙카라공원

서강 교

서울교

여의교

마포 교
원효 교

30

생태공원사무실

여의도안내센터

여의도안내센터별관

여의못

인라인광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수 장 놀이터

럭비구장
테니스장

365일즐거운축제, 매력이넘치는

여의도 한강철교 중앙부터 국회 뒤 샛강 사면지까지 길이는 8.4km, 면적 1,487,374㎡로 이어져 있으

며, 주변에는국회의사당, 63빌딩, KBS, MBC 등방송국과금융∙증권가등이있습니다. 이곳은

밤섬, 샛강 등이 비교적 자연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고, 둔치 내에는 유람선 선착장, 민속놀이마

당, 문화마당등문화시설이어느곳보다많이설치되어있어시민들의발길이끊이지않는곳이

기도 합니다. 특히 문화레저공간으로써 벚꽃축제, 세계불꽃축제, 마라톤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시민들에게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합니다. 
문의전화02-3780-0561

유람선선착장수상콜택시승강장

수상콜택시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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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아름다운야경을배경으로유유히물살을

가르는유람선안에서펼쳐지는다양한공연과이

벤트는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에게 많은 즐거움

을줍니다. 최근에는해적선및주몽선등다양한

테마의유람선을운행하고있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개최되어 매년

10월이면한강밤하늘에불꽃과물그리고 상이

어우러져불꽃오케스트라를펼쳐보이고있습니다. 

세계불꽃축제

서울에서벚꽃이가장유명한곳은여의도 윤중로

로 국회의사당 뒤편으로 30~40년된 왕벚나무

1천4백여그루가5.7km의길을따라벚꽃들이봄

의장관을연출하는곳입니다. 

여의도벚꽃축제유람선

종 류

운동시설

편의시설

수상업체

여의도63수변마당

수 장

자전거도로

주차시설

수상콜택시승강장

유람선선착장

잔디광장및청소년광장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5, 농구장8, 배구장1, 씨름장1, 파크골프장1, 체력단련장2, 

수 장1, 청소년광장1, 테니스장15, 게이트볼장1, 인라인스케이트장1 

잔디밭

각종행사장

주차장5, 화장실20, 음수 20, 그늘막57, 매점30, 

어린이놀이터2, 자연학습장1, 밤섬철새조망 1 

7.2km

3,441 주차가능

기본요금최초30분2,000원초과10분당300원1일주차요금15,000원

월정기권여의도샛강쪽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100,000원

모터보트, 오리보트등

편도및회항편운항

승강장

수용인원3,400명(7월~8월개장)

파라다이스447-3331~3

여의도보트785-7171 

(주)C&한강랜드3271-6900

(주)즐거운서울1588-3960

785-1093

버스로오실때

여의나루역2번출구(20m) 7613, 7611, 6633, 5713,

5633, 5618, 5615, 5534, 1008, 753, 362, 261, 순환(61)

여의나루역 1번출구(10m) 9409, 7611, 6630, 6623, 

5713, 5633, 5534, 753, 461, 360, 261

여의도역5번출구공작아파트 9409, 6513, 5623,

5012, 753, 503, 461, 262, 261, 162, 순환(62)

여의도역6번출구공작아파트 9409, 6513, 5623,

5012, 1008, 753, 503, 461, 262, 162, 순환(62, 61)

승용차를이용할때

올림픽 로공항방향

한강철교를지나 63빌딩앞진입로이용.

강변북로에서진입하실때원효 교를건너남단램프이

용 윤중로진입후 300m지점에서공원진입

여의도안내센터

378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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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포 구
양평동

당산동

선유교
(무지개다리) 

자전거 여소
성산나들목

월드컵분수

양화수상스키장 유람선선착장(양화)

축구장 피크닉장

한강공원진입육교

한신아파트

벽산아파트

해태육교앞

해양소년단
수상훈련장 수상콜택시

승강장

수상콜택시
도선장

장미단지

숙근초단지

망산나들목

숙근초단지

당산역

검문소수생식물원

전망테크 원형소극장
한강전시관 환경물놀이터

한솔아파트

농구장 배구장

한 강

한 강

양화 교

선유도공원선유도공원

당
산

철
교

안내소

안내소

유람선선착장

수상콜택시승강장

양화안내센터

관공선
선착장

월드컵분수와수상스포츠가어우러진곳

양화 국회뒤샛강사면지부터가양 교중앙사이에위치해있으며, 길이는5.9km,면적361,628㎡로

둔치지역에넓게조성된잔디밭이있어전망이좋고휴식, 운동, 레저기능을골고루갖추고있는

공원입니다. 인근에환경재생생태공원인선유도와세계최고의높이를자랑하는월드컵분수로

인해더욱아름답습니다. 성산 교에서가양 교까지연결된자전거도로가있어마음껏달릴수

있고수상스키를즐길수있습니다.
문의전화02-3780-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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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9월이면초록잔디밭을붉게물들이는장미

꽃과노란금계국은이곳을지나는시민들의발길

을붙잡을만큼아름답습니다. 진초록잎사귀사

이로붉은속살을드러낸장미꽃과노란금계국이

파란강물과어우러져새로운매력을느끼게하는

곳입니다. 

세계에서최고높이를자랑하는월드컵분수 는

높이202m로물줄기를뿜어올리는주분수1기와

30m 높이의보조분수21기로이루어졌으며, 야간

관람을위한조명장치도갖추고있습니다. 4~9월

까지가동하며, 유람선을타고높이치솟는줄기를

따라지나다보면무지개를볼수있습니다.

월드컵분수

한강물살을가르며하얀포말을그리는수상스키

는무한질주의쾌감을맛볼수있어여름레포츠의

꽃이라불립니다. 스노우보드를타는사람이라면

쉽게배울수있고물살을이용해강위에서자유자

재로움직이는수상스키어들의다양한모습을볼

수있습니다. 

수상스키장미단지

종 류

운동시설

편의시설

수상스키장

수상훈련장

주차시설

유람선선착장

수상콜택시승강장

자전거도로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1, 배구장2, 농구장2

수상스키, 바지선1척, 수상레저장비계류∙보관

5.9km

총477 주차가능

1일1회주차권3,000원 월정기권50,000원

매점2, 주차장5, 화장실8, 

음수 8, 그늘막26, 어린이놀이터1

편도및회항편운항

승강장

한국해양소년단원지도및강습

버스로오실때

당산역(500m) 6632, 6631, 6620, 660, 603, 70, 70-1

해태육교노들길하단 6716, 6712, 6633, 6632, 6631,

6623, 65-14, 5712, 5616, 661, 660, 642, 605, 604, 

603, 602 

해태육교노들길상단 6714, 6712, 6633, 6632, 

6631, 6623, 6514, 5712, 5616, 661, 660, 642, 605, 

604, 603, 602 

지하철을이용할때

2호선당산역 4번출구(350m)

승용차를이용할때

올림픽 로공항방향당산철교아래진입를이용하여

양화 교를지나 1,500m 지점진입로이용.

올림픽 로잠실방향성산 교지나 100m지점우측도로

진출후 성산나들목이용.

양화안내센터

3780-0581

(주)C&한강랜드2675-3535

(주)즐거운서울1588-3960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88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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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개분수

선유교
전망테크

자생습초지

유람선선착장
수상콜택시
승강장 관공선

선착장

선유정

과수원

검문소

정문

차량
진입로
↓

선유마당

숲마당

강연홀

한강전시관

녹색기둥의
정원

수생식물원시간의정원

펌프실펌프실

잔디마당

선유도안내센터

환경물놀이터

수질정화원

온실

원형소극장

환경놀이마당

바람의언덕

환경교실

선유교(보행자전용육교)

월드컵분수
조종실

카페‘나루’

양화사거리
↓

↑
합정역

한 강

한 강

한 강
양화 교

마포지 사무실

낭떠러지
위험지역

국내최초의환경재생생태공원이자물공원인

선유도 양화 교 중간에 위치한 과거의 정수장 건축구조물을 재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조성된 환경재생

생태공원이자‘물(水)공원’입니다. 선유도일 117,362㎡의부지에기존건물과어우러진수질정

화원, 수생식물원, 환경물놀이터 등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강전시관과시간의정원등다양한볼거리와휴식공간을통해생태교육과자연체험의장을제

공하고있습니다. 특히양화와연결된선유교, 안개분수, 월드컵분수등은새로운볼거리입니다. 

문의전화02-3780-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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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와 선유교를 연결하는 보행전용다리로서‘무

지개다리’로도불립니다. 초입부의너비는14m이

지만다리중앙으로갈수록4m까지좁아지며 밤

이면환상적인무지개빛조명이반짝거리는강물

과어우러져아름다운모습을만들어냅니다. 

수질정화정원에서 정화된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으로15cm 이하의얕은수심에서어린이들이안

전하게물놀이를즐길수있도록만든공간이며,

모래놀이를할수있는모래밭과물놀이에젖은몸

을말리거나쉴수있는목재평상이있습니다. 

환경물놀이터

기존의 정수장을 활용하여 만든 수생식물원에는

수생식물들이물을정화시키는과정을볼수있으

며, 백련과갯버들, 금불초등다양한종류의수생

식물을관찰할수있습니다. 또한시간의정원에서

는이끼원, 고사리원, 푸른숲의정원, 초록색의정

원등다양한테마정원을만날수있습니다. 

정수장을활용한테마식물원선유교

종 류

한강전시관

월드컵분수

안개분수

기타시설

기획전시실

테마정원

주차시설

매점시설

수상콜택시승강장

유람선선착장

강연홀

원형소극장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전시실, 한강역사, 사계, 한강의옛모습등 운 시간09:00 ~ 18:00

운 시간09:00 ~ 18:00 시설현황전시 , 조명시설

운 시간09:00 ~ 18:00 시설현황좌석수121석

운 시간06:00 ~ 24:00 시설현황연석배치, 준비실, 조명거치 , 좌석220석

일반차량출입제한, 장애인이용차량만주차가능(주차 수48 )

선유도남측옹벽에설치, 동절기운 중지

운 시간20:00, 21:00, 22:00, 23:00 각10분간

선유교, 선유정, 방문자안내소, 환경물놀이터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녹색기둥의정원시간의정원 운 시간06:00 ~ 24:00

위치선유도하류410m지점. 가동기간4월~9월(6개월)

가동시간평일12:00~12:30, 17:00~17:30, 토∙일∙공휴일12:00~14:00, 17:00~19:00
(비, 짙은안개, 강풍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가동할수없는경우가동중지)

카페테리아

승강장

편도및회항편운항

지하철을이용할때

2호선당산역1번출구(1,500m), 2∙6호선합정역8번출구

(1,500m)로나와5714를타고선유도공원정문에서하차

승용차를이용할때

올림픽 로노들길공항방향양화 교를지나

1,000m지점양화∙선유도방면진입, 양화주차장이용. 

올림픽 로잠실방향성산 교밑에서우측방향으로

진행후좌회전(굴다리통과뒤)양화주차장이용. 

선유도안내센터

3780-0590

나루2068-6340

(주)즐거운서울1588-3960

(주)한강랜드2068-6340

치수과3780-0847

분수 사무실

206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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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부

관찰데크

진입데크

버드나무림 습지생태공원

버드나무림

하중도

자연관찰로

전망

하중도

유입부

자전거 여소
안내소

음수

개화나들목 정곡나들목

진입광장

음수

음수

게이트볼장

휴게공간

그늘막

육상트랙

축구장

농구장

올 림 픽 로

관찰데크
관찰데크

전망

전망

유입부

유출부
건생초지건생초지

건생초지건생초지

건생초지건생초지

고위습지고위습지

고위습지고위습지

고위습지고위습지

고위습지고위습지건생초지건생초지

체육공원체육공원

건생초지건생초지
건생초지건생초지

방화 교

한 강

한 강

강서안내센터

생명의쉼터로다시태어나는

강서 가양 교 중앙에서 김포 전호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는 8.5km, 면적 1,035,463㎡로

습지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이 결합된 테마형 공원입니다. 습지생태공원은 담수지, 저습지, 관찰

로등습지생태계를복원하여하천의자연정화기능을제공하고시민들에게자연관찰학습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및 육상트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

역주민의여가와스포츠공간으로써의기능을다하고있습니다. 

문의전화02-378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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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강의물줄기를따라길게이어진자전거도

로는생태공원이바로인접해있어강바람을맞으

며한적한자연속을달리는느낌을줍니다. 또한

자전거를타고가다만나는저습지안의다양한생

물상은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될 만

큼의미가있습니다. 

한강의철새를가까운거리에서볼수있는철새

조망 가설치되어있습니다. 조망 에서는고배

율망원경과쌍안경을갖추고있어청둥오리, 민물

가마우지등20여종의철새들이날아오르는풍경

을볼수있어청소년과어린이들에게자연학습장

으로인기가높습니다. 

철새조망

한강변생물들의서식처를보존하며, 동식물들의

모습을관찰하고학습할수있도록조성된공원으

로가까운곳에서청둥오리, 원앙등20여종의철

새를관찰할수있으며, 자전거도로를따라시원

스럽게펼쳐진수양버들산책로가운치있게자리

잡고있습니다. 

강서습지생태공원자전거도로

종 류

운동시설

주차시설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1, 농구장3, 

게이트볼장4, 육상연습장1, 다목적운동장1

3.1km

55 주차가능

1일1회3,000원 월정기권50,000원

화장실3, 음수 3, 그늘막11, 매점1, 주차장1 

강서안내센터

3780-0621~3

버스로오실때

서남물재생센터앞(1,600m) 9602, 6712, 6633, 

6632, 6631

방화역 651, 642

지하철을이용할때

5호선방화역 1∙2번출구(1,900m)

마을버스 06번강서습지생태공원하차

승용차를이용할때

올림픽 로김포방향인천공항으로갈라지는길이나오면

그 길을무시하고계속 300m진행하면한강공원

강서갈색안내판이보이면강서안내센터진입. 

올림픽 로잠실방향발산역방향으로나와가양사거

리에서우회전,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정문을지나우회전후개화나들목으로진입. 



상암동
상암동

마 포 구

인공섬

고수생태지

초화류단지

이동화장실

국궁장

계절풍경단지

잔디마당

주차요금소

베드민턴장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요금소

인라인스케이트장

유람선선착장
(상암나루터) 

요트장
(서울시요트협회)

수상콜택시
승강장

해양경찰청
조종면허시험장

캠핑장 초화원

수상스키장

요트보관소

중앙광장

자전거보관소야구장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여소

평화의공원평화의공원하 늘 공 원하 늘 공 원노 을 공 원노 을 공 원

월
드
컵

교
접
속
교

가
양

로

한 강 한 강

강 변 북 로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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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안내센터주차요금소

안내소 이동화장실

안내소

도심속에자리잡은캠핑장있는공간

난지 홍제천교에서난지천사이에위치해있으며길이는4km, 면적787,395㎡로시민고객들을위한

캠핑장, 국궁장, 잔디마당등이있습니다. 또한수상스포츠를위한수상스키장과요트장이자리

잡고 있어 여름이면 물살을 가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인근 월드컵공원에는 평화의 공원,

해넘이까지감상할수있는하늘공원, 노을공원등이있어다양한즐거움을느낄수있는곳입니다. 

문의전화02-378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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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00㎡ 규모에세계인의화합과평화를상징하

는이미지를나타내는미래지향적인열린광장으로꾸

며져시민들의환경교육및휴식공간으로이용되고있

으며유니세프광장과난지연못을비롯해평화의정원,

희망의숲, 월드컵공원전시관등을갖추고있습니다. 

국궁을 중화하고 현 인에게 맞도록 보급하기

위해난지에국궁장을만들고초보자들도손쉽게

배워국궁을체험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운 하

고있습니다. 

국궁장

한강변유일의난지캠핑장은21,000㎡ 규모로캠

핑장은취사장, 조리 , 온수샤워장을갖추고있어

무료로이용할수있으며텐트, 모포, 랜턴, 매트등

캠핑에필요한용품은유료로이용가능합니다.

난지캠핑장월드컵공원

종 류

캠핑장

유람선선착장(상암)

체육시설

편의시설

주차시설

조종면허시험장

국궁장

자전거도로

수상콜택시승강장

수상스키장

요트장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1, 농구장2, 배구장1, 야구장2, 족구장2, 배드민턴장5, 

청소년광장1, 국궁장1, 인라인스케이트장1,

13.2km

매점5, 주차장3, 화장실8, 음수 7, 그늘막38, 어린이놀이터1 

총477 주차가능1일1회3,000원 월정기권50,000원

편도및회항편운항

승강장

모터보트, 수상스키이용

윈드서핑, 요트이용

수상레저동력기구

면허시험및연습장

과녁10, 회원제, 국궁체험(단체신청시)

150개동

개인예약, 인터넷예약만가능www.nanjicamping.or.kr

버스로오실때

성산임 아파트앞(1,300m) 마포19

마포장애인복지관앞하차 9711, 7012, 7011, 571

월드컵경기장앞하차 7715, 7714, 6715

지하철을이용할때

6호선마포구청역 7번출구(1,300m)

6호선월드컵경기장역 1번출구(1,000m)

승용차를이용할때

월드컵경기장방향남문에서강변북로내부순환도로

방향으로진행하여고가차도로내려와강변북로에서

공원진입(강변북로일산반 방향). 

올림픽 로공항방향가양 교로진입하여강변북로

성산 교방향 500m지점진입로이용. 

난지안내센터

3780-0612

난지캠핑장

304-0233~5

주)피에스오성2651-2605

(주)C&한강랜드376-5615

(주)즐거운서울1588-3960

사회체육수상스키연합회302-7553

서울시요트협회2291-857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

304-5900

(사)한국국궁문화세계화협회72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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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 구

합정동

수 장

자전거 여소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

망원나들목

망원유수지

빗물펌프장

↑
합정역

합정동사무소

주차장

주차장

수상훈련장

어린이야구장

전원풍경단지
숙근초단지

주차요금소

체력단련장

론볼장

계절꽃단지

체력단련장
망원안내센터

테니스장

만남의광장

농구장

배구장

한강경찰

수상콜택시승강장

관공선선착장

수상훈련장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유람선선착장
(잠두봉)

수상업체
(망원보트)

주차장

망원동

성산 교 양화 교한 강

유수지

강 변 북 로성산나들목
합정나들목

안내소

안내소

탁트인한강야외수 장이있는공간

망원 욱천교부터홍제천교사이에위치해있으며, 길이는7.4km, 면적422,347㎡로둔치에는잔디밭

이 조성되어 산책로 등 시민 휴식공간이 짜임새 있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상에서는 윈드

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하며, 주변에는 망원정, 절두산 성지 등이

있습니다.  
문의전화02-378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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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쾌적한공간으로새롭게태어난망원수 장

은개방형샤워장, 세족장등이새롭게만들어졌으

며, 풀장주변을점토블럭으로깔아깨끗하고편

안한촉감을느낄수있는웰빙공간으로조성되었

습니다. 여름이면연인들, 가족단위의물놀이공간

으로많이찾는곳이기도합니다.

장애인론볼장은1,640㎡ 규모의인조잔디구장으

로휠체어를타고흰색표적구를향해집중하는장

애인들을많이볼수있습니다. 특히, 론볼은격렬

하지도않으면서도집중력을갖고신체전반을움

직이는스포츠로장애인들에게체육활동을통한

재활에도움을주는운동입니다. 

론볼장

봉우리가 누에머리를 닮았다하여 잠두봉이라 불

리던 곳으로 조선말 병인박해때(1866년) 순교한

천주교신자들을기리는절두산순교기념관이있

으며, 인근에외국인선교사들의외국인묘지가있

습니다. 마포구합정동지하철2호선당산철교인

근에위치해있습니다. 

절두산순교기념관과외국인묘지수 장

종 류

체육시설

수상업체

수 장

수상훈련장

유람선선착장(잠두봉)

수상콜택시승강장

자전거도로

주차시설

편의시설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1, 어린이야구장1, 배구장4, 농구장5, 

테니스장5, 체력단련장3, 배드민턴장1, 론볼장1, 

게이트볼장1, 다목적운동장1, 수 장

매점2, 주차장5, 화장실12, 음수 9, 그늘막35 

3.1km  

총688 주차가능∙1일1회3,000원∙월정기권50,000원

편도및회항편운항

승강장

보트, 모터보트, 수상스키이용

수용인원3,500명(7월~8월개장)

한국스카우트회원지도및강습

(주)C&한강랜드322-5037

(주)즐거운서울1588-3960

망원보트337-6663

322-6302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332-1839

버스로오실때

망원유수지(300m) 마포 9, 마포 16

지하철을이용할때

2∙6호선합정역 1번출구에서 16번버스(1,500m)

6호선망원역 1번 출구에서 9번버스(2,000m)

승용차를이용할때

강변북로한남 교방향성산 교를지나 700m지점

진입로이용

강변북로일산방향양화 교를지나우측망원동으로

진입후 좌측방향진입로이용

망원안내센터

378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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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산 구

이촌동

서빙고동

보도육교

보도육교

한강축구장

수상훈련장
(한국청소년
북서울연맹)

림아파트

체력단련장

이촌
2동육교

체력단련장

용산화물센터

중앙 부속병원
이촌역

서빙고역

한국맨션앞

동부아파트

이촌나들목

신동아쇼핑센터

테니스장

우드볼장

현 아파트

왕궁맨션아파트한강맨션아파트

게임장 차범근
축구교실 거북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한강순찰

청소년광장

거북선나루터
(한강도하체험장)

수상콜택시승강장

전용롤러스케이트장

자연학습장

관공선
선착장

수상업체
(세븐마린레저)

한강맨션아파트

노들섬

한강 교

한 강

한 강

강
변

북
로

한
강

철
교

동
작

철
교

이촌안내센터

체력단련장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청소년들을위한체험공간이즐비한

이촌 중랑천교에서 욱천교까지 강변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는 10.2km, 면적 922,185㎡로 한

강의 중앙에 놓여 있는 노들섬(중지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안가 주변을 따라 유채꽃, 달맞

이꽃, 갈 , 억새, 코스모스가철따라조성되어자전거, 인라인, 조깅, 산책코스로이용되고있

습니다. 
문의전화 02-3780-0551

서빙고나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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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하체험장은청소년들의공동체훈련을통한

호연지기를 키우는 공간으로써 반포 체력단련장

호안까지 왕복 2시간(829m)동안 한강의 물살을

헤쳐나가는프로그램을운 하고있습니다. 

인라인전용스케이트장은고운콘크리트바닥으로되어

있는400m 로드트랙과200m 뱅크트랙의우레탄바닥이

있어한강의어느공원보다질주의쾌감을만끽할수있습

니다. 또한X게임장은인라인스케이트묘기와스케이트

보드묘기등을펼칠수있도록조성된곳입니다.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5천년민족사를보여주는국립중앙박물관은연면

적134,270㎡ 에지하1층, 지상6층의웅장한규모

의다채로운문화공간으로변모하여2005년문을

열었습니다. 특히통일에 비하여5천년의문화

유산을보존ㆍ전시뿐만아니라전통문화의심층조

사연구기관이기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한강도하체험

버스로오실때

한강맨션앞(250m) 6211, 449, 15

이촌역앞(600m) 한가람아파트앞 6211, 149, 15

지하철을이용할때

국철및4호선이촌역 4번출구(500m)

국철서빙고역(100m)

승용차를이용할때

강변북로워커힐방향한강철교를지나 20m지점진입

로 이용. 한강 교를지나 1,500m지점진입로이용

공원내도로는거북선나루터(안내센터)에서

한강 교사이구간은차량통행불가. 

강변북로난지도방향동작 교전방 200m지점

서빙고나들목이용. 

종 류

운동시설

인라인스케이트전용구장

청소년광장

수상훈련장

한강도하체험장

수상업체

자전거도로

주차시설

수상콜택시승강장

편의시설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축구장2, 배구장2, 농구장3, 체력단련장2, 

테니스장8, 게이트볼장5, 우드볼장1, 배드민턴장2, 

로울러장1, 인라인스케이트장1, X게임장1, 청소년광장2 

주차장3, 매점3,  화장실11, 음수 13, 그늘막27,

어린이놀이터1, 자연학습장1 

5.9km 

인명구조선3척

고무보트49척, 카약25척, 카누11척

래프팅(1인2,000원)

수상스키, 모터보트이용

로드트랙(400m), 뱅크트랙(200m)

농구장2면

총530 주차가능1일1회주차3,000원월정기권50,000원

승강장

한국청소년연맹북서울연맹

841-9294

한국해양소년단연맹790-1891

세븐마린레저793-0910

서울시체육회790-6385 

한국청소년서울연맹

841-9294

(주)C&우방랜드3271-6950

(주)즐거운서울1588-3960

이촌안내센터

378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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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진 구
자양동

노유동

청담 교 한 강

벽천나들목

노유2동종점
한강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

유람선선착장
(둑도나루)

관공선
선착장

방생
법당

서울시
수상스키
협회

놀이터

한강수상순찰

119구순환조
장미단지

만남의광장 여름파출소

수 장

자전거 여점

수상업체
(아리랑하우스) 수상업체

(르네상스)
수상업체
(위너스)

주차안내소

뚝섬안내센터

안내소

장애인농구장

게이트볼

자연학습장

축구장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윈드서핑장

강 변 북 로
자양나들목

자양빗물펌프장

현 아파트

삼성아파트

자양현 아파트

뚝섬유원지역

뚝섬나들목

노유나들목

게임장 안내소

안내소

동 교

인공암벽

벽천분수와야경이어울리는곳

뚝섬 서울시계(광진교 상류)와 중랑천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 11.5km, 면적 803,508㎡입니

다. 이곳은한강공원이조성되기이전부터강변유원지로유명하며, 벽을타고흐르는벽천분수

와 인공암벽 그리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으

로수상스포츠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근에웰빙공원으로야생동물이뛰노는모습

을관찰할수있는서울숲이조성되어있습니다. 
문의전화02-3780-0521

수상콜택시
승강장

수상콜택시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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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규모로벽천분수, 인공암벽, 어린이놀이터, X-

게임장, 잔디광장을갖추고있습니다. 옹벽에건축미와

예술이조화된벽천분수는길이160m, 높이7m로시원

한물줄기를자랑합니다. 또한길이40m, 높이5~15m

로조성된인공암벽은초보자, 전문클라이머까지이용

할수있는다양한코스로설계되어있습니다.

서울숲

울창한 나무사이로 오솔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210종 3만7천여본의수목, 초화류, 숙근초농작

물, 허브등이심어져있어시원한청량감을느끼

게합니다. 두사람이손을잡고걷기에안성맞춤이

고아직알려지지않은곳이기도합니다. 

수목원벽천마당

종 류

운동시설

운동시설

수상스키장

보트장

윈드서핑장

자전거도로

유람선선착장

수상콜택시승강장

주차시설

수 장

이 용 안 내시 설 내 역

테니스장4, 축구장2, 농구장6(장애인용2포함), 배구장1

게이트볼장4, 족구장2, X게임장, 수 장1, 체력단련장2, 인공암벽1

17.1km

매점12, 주차장8, 화장실17, 음수 13, 그늘막47, 

어린이놀이터2, 자연학습장1

보트장및수상식당

모터보트, 수상스키이용

수용인원3,000명(7월~8월개장)

서울시윈드서핑연합회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협회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뚝섬훈련장)

편도및회항편운항

승강장

950 주차가능1일1회주차3,000원 월정기권50,000원

아리랑하우스447-5554~5

위너스마리나447-4440~2

르네상스452-8001,9001

서울시수상스키협회498-9026 

452-5955

457-3773

454-4651

(주)C&한강랜드468-7101~4

(주)즐거운서울1588-3960

국제도로기기(주) 3436-2501

버스로오실때

노유육갑문앞(20m) 2014

자양육갑문앞(20m) 2415, 2223, 2222, 2221 

지하철을이용할때

2호선건 역3번출구(1,000m)

7호선뚝섬유원지역2, 3번출구(20m)

승용차를이용할때

강변북로구리시방향 동 교를지나바로우측의

공원진입로이용. 

강변북로일산방향청담 교를지나화양리방향표시가

있는 동 교북단사거리에서우회하여 800m지점

사거리에서다시우회전하여진입. 

뚝섬안내센터

3780-0521 

서울숲은1,156,498㎡ 의넓은면적에약104종, 42만그루

의 나무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가 가득한‘웰빙공원’으로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문화예술

공원, 생태숲,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등5개

테마공원으로조성되어있습니다. 가장인기있는곳은자유

로이뛰노는야생동물을관찰할수있는생태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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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물이용은인터넷예약을원칙으로합니다.

- 하루에한사람이같은종류의시설물중복예약은불가합니다.

예) ①11월1일광나루축구장1, 축구장2 →예약불가

②11월2일여의도축구장1, 배구장2, 농구장1 →예약가능

- 행사(체육 회등)시에는공원별안내센터의별도승인을득해야합니다. 

- 시설물사용시에는예약확인증을인쇄하여지참하고순찰근무자에게제출하

시기바랍니다.

- 예약확인증은‘예약확인및취소’메뉴에서내용보기를클릭하여내용을확인

하신후, 『확인증』버튼을이용해출력하실수있습니다.

이용방법
신청일기준신청일을포함하여15일까지는예약자취소가가능하며15일이후

부터사용일하루전까지는관리자에게메일로신청하셔야합니다.

예) 신청일이2003. 5. 1인경우5. 15까지만사용자취소가능

예약취소

사용당일일기불순(눈∙비등)이나한강사업본부귀책사유(보수공사등)로인

해시설물을이용치못하셨을경우만3개월이내로변경해드리며환불은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및변경은관리자에게메일(yeyak@seoul.go.kr)로신청하셔야

하며신청시에는예약자성명및예약내용(공원명, 시설물명, 사용일등)을필

히보내주셔야합니다.

예약변경

시설안내 잠원(테니스1, 2구장), 뚝섬지구(농구1, 2구장) 

장애인이사용을원하면장애인전용구장일반예약자는우선적으로양보해야

합니다. 양보로인해이용하지못하신건에 해서는예약변경해드립니다. 

장애인 전용구장 안내

예약가능시기

시 설 명 위 치 당일제기준및이용요금 월정기사용제이용요금

축구장 광나루, 잠실, 뚝섬,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강서, 잠원 1회2시간 12,000원 225,000원

야구장(어린이전용) 광나루, 망원(※만13세미만어린이만사용가능) 1회2시간 8,000원 120,000원

배구장 광나루, 잠실, 뚝섬, 반포, 잠원,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1회2시간 4,000원 75,000원

농구장 광나루, 잠원, 뚝섬, 반포, 이촌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1회2시간 4,000원 75,000원

족구장 난지, 잠실 1회2시간 4,000원 75,000원

테니스장 광나루, 뚝섬, 잠원, 이촌, 망원 1회2시간 5,000원 75,000원

배드민턴장 광나루, 뚝섬, 이촌, 난지 1회2시간 2,000원 30,000원

체육시설물 사용료

체육시설물이용안내
한 강 공 원

1일이용 축구장- 사용일기준30일전12:00(정오)부터이용당일까지

그밖에체육시설- 사용일기준30일전14:00부터이용당일까지

월정기사용제 사용월기준2개월전20일~ 사용월전달말일까지

예) 7월정기권예약:  5월20일부터예약가능

※월정기사용은조조시간 (06:00~09:00)중2시간만매일사용

체육시설물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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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물이용안내장소(잔디밭) 이용안내

: 장소사용은답사후현장공원별안내센터로신청합니다

잔디밭예약의경우「장소이용자가100명미만」인경우관할현장안내센터에

신고후장소사용하시기바랍니다.

※잔디초기생육시기인3~5월은사용제한하며, 6~10월에같은장소월2회

이내로제한

※가족마당(구야외무 앞잔디밭)은 형행사개최불가

이용방법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신청서다운로드하여작성

FAX 신청 장소사용신청서및세부행사계획서작성후공원별안내센터에신청

※장소사용예약은사용일자기준으로행사전100일~15일이내로신청

※마라톤 회는별도문의( 3780-0809)

신청방법

청소이행예치금

행사후청소이행여부를확인하여청소가되었을경우각공원별안내센터에

서반환해드립니다. 예치하지않았을경우에는장소사용을할수없습니다.

1. 잔디밭사용규정

- 100명이상2시간기준1㎡ 30원

- 행사참여예상인원수로하되이용면적은1인당2㎡ 로한다.

- 사용면적이1,000㎡ 미만일경우기본사용면적은1,000㎡ 적 용

- 시설물훼손에따른복구예치금

- 3,000명이상행사시간이화장실추가설치필요

※1,000명이상의 규모행사의경우, 행사종료후수목등의시설물이훼

손된경우. 사후에복구비용을청구하는조건으로승인

장소별 요금안내

장소(잔디밭) 이용안내

2. 선유도공원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기획전시실
기본(5일이내) 200,000원

1일추가시 25,000원

1시간기준 10,000원

1일사용시 100,000원

1시간기준 12,500원

1일사용시 120,000원

주간1회당130,000원
(야간은주간의2배)

1시간당
초과시간당

26,000원
13,000원

강연홀

야외원형극장

화촬
(CF촬 )

녹화

※비고사용료산정시분단위이하는계산하지않습니다.



48

공원내에서소음을내지맙시다.
자연은시끄러운소리를싫어합니다. 앰프

등을사용하는것을자제합시다.

쓰레기를되가져갑시다. 
한강에불법으로쓰레기를버리지마세요.

시민의젖줄인한강은현재‘좋음’상태입

니다. 분리수거용쓰레기봉투는안내센터,

매점에서판매하고있습니다.

애완동물을데리고오지마세요. 
많은시민들이이용하는공원에는가급적

애완동물은집에두고오세요. 애완동물동

반시반드시목줄을하고배설물은다른사

람을위해깨끗이처리해주세요.

오토바이를타고들어오지마세요.
공원내에서오토바이및50cc미만원동기

형레포츠장비(모터보드, 엔진스쿠터, 전

동스쿠터휠맨등)를이용해공원내자전

거보행자겸용도로통행행위를금지합니

다. 시민들은매연,  소음을싫어합니다.

자전거, 인라인이용시
안전장구(헬멧, 보호 등)를착용하세요.

시설물은깨끗이이용해주세요. 
화장실, 체육시설물등공원시설물은우리

이웃을위해 깨끗이사용해주세요.

공원내에서는취사를하지맙시다.
취사 야 은 지정된 장소(난지 캠핑장)에

서만하세요. 음식물은미리준비합시다.

자연사랑은눈으로만합시다. 
한강공원내 나무와 꽃 등 자연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공원

으로남겨줍시다.

담배꽁초를버리지마세요. 
한순간의실수로훼손된자연을복원하는

데 100년이나 소요된 요. 공원 내에서

흡연이금지되어있습니다.

한강공원이용에티켓한강공원이용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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