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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 휴식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의 쉼터

행복이 흐르고
여유가 숨 쉬는 따뜻한 공간

도심 속 푸른 쉼터
한강이 함께합니다



다시 보는 한강
먼 옛날부터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던 한강 부근은 백제의 위례성, 조선의 수도 한양, 그리고 현재의 서울까지 한반

도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을 담아 오늘까지 함께 흘렀습니다.           한강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리어 왔습니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한반도의 중간 허리 부분을 띠처럼 둘렀다는 뜻에서 ‘대수(帶

水)’, 고구려는 ‘아리수(阿利水)’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백제가 ‘한수(漢水)’라고 부른 뒤부터 한수 또는 지금의 이름인 

한강(漢江)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강’은 본래 우리말의 ‘한가람’에서 비롯된 말로 ‘한’은 ‘크다, 넓다, 길다’의 의미

이며, ‘가람’은 강의 고어(古語)로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H i s t o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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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산(1,418m) 북쪽 계곡인 검룡소로부터 발원하여 강원도 금강군 옥발봉(북한)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팔당호에서 합류

하여, 다시 한강하구에서 강원도 범동군 두류산(북한)에서 발원한 임진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갑니다. 한강은 발원에서부터 한강 하류까지 유료 연장이

497.5km로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에 이어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며 유역 면적은 26,219km²로 남한 면적의 27%를 차지합니다.          1888년 

한강에 증기선이 운항되고, 1900년에는 한강철교 설치와 함께 경인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후 1912년, 1920년, 1925년 3차례의 대홍수를 겪으면서 한

강에 제방을 쌓기 시작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은 오늘의 한강공원은 1982년에 착공하여 1986년까지 4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a m  6 : 0 0  
한강의 새벽은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힘찬 몸짓으로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생기

로 넘칩니다. 남보다 일찍 한강과 호흡

하는 사람들에게 한강은 힘찬 자연의 

에너지를 전해 줍니다. 

a m  11: 0 0
한강공원 곳곳에는 살아 있는 생명

이 가득합니다. 고사리 손을 맞잡고 줄

지어 들어서는 한강공원 체험학습장에는 

조잘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즐겁습니다. 

사계절 바뀌는 꽃들과 푸른 잔디, 잘 가

꾸어진 휴식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신

나는 놀이터가 됩니다. 

한강의 푸른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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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스포츠, 레저, 문화, 교육이 함께 하는 도심 

속 멀티플렉스 문화공간,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단

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힘찬 내일을 준비하

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한강에서 우리들은 밝은 미래, 

소중한 꿈들과 만납니다. 

P r e s e n t



p m  8 : 30   
한강의 밤은 잠들지 않습니다. 연

인들의 속삭임, 가족들의 웃음소리, 

친구들의 대화가 끝날 줄 모릅니다. 한

강의 야경만큼이나 다양한 즐거움과 

특별한 이벤트는 한밤에 더욱 빛

이 납니다. 

p m  1: 0 0  
한강에는 나들이 인파가 끊이지 않

습니다.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펼치

고 점심 식사를 즐기는 가족, 자전거와 

인라인을 즐기는 청소년, 벤치에 앉아 담

소를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들. 한강에

서는 진정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p m  6 : 4 0
한강의 저녁노을은 아름다운 풍경

을 선사합니다. 한강을 이어주는 다리

를 지나는 퇴근길 차량들. 일상에 지친 

서울 시민들은 한강의 저녁노을을 바

라보며 하루를 정리할 기운을 얻습

니다.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서

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강이 강남·북의 경계

가 아닌 통합의 공간이자 미래성장동력의 기반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의 공간구조를 한강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워터프런트타운 조성

활력넘치고 멋진 수변도시가 탄생합니다. 한강

변 도시공간 배후지의 재개발 등 토지 이용변

화와 연계하여 물과 직접 연결된 워터프론트

(Waterfront)형 복합공간으로 변모합니다.

한강변 경관 개선 

한강과 수변의 풍경이 더욱 더 아름다워집니다. 

한강변 건축물의 제도적인 경관 관리와 강 안팎

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조명계획을 통해 한강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07년에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한

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워터프론트

타운 조성, 한강변 경관개선, 서해연결 주운

기반 조성, 한강중심의 Eco-Network 구

축,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한강변 역사유

적 연계강화,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을 

8대 실현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

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F u t u r e

르네상스 8대 실현과제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서해로의 뱃길 회복으로 서울의 성장동력을 창

출합니다. 닫혀 있는 서해로의 뱃길 개방을 통

한 ‘항구도시’ 서울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여, 

남북간 경제·평화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

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한강이 시민곁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현재의 지

하통로에서 지상의 보행 녹도로 한강으로의 접

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한강 주변의 버

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

고, 기존 접근도로의 환경을 대폭 개선합니다.

한강 중심의 Eco-Network 구축 

한강의 생명이 살아숨쉬는 공간으로 되살아납

니다. 한강과 지천을 아우르는 동서·남북의 생

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천 합류부 등 생태

거점 지역을 대폭 확충·연계함으로써 한강 전

체의 자연성을 회복시키고 한강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탈바꿈합니다.

한강변 역사유적 연계 강화 

한강변의 역사유적을 보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강변의 역사유적을 상호 연계하고, 

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교육의 장으

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한강공원이 서울의 상징으로 새롭게 태어납니

다. 12개 한강공원을 배후지의 토지이용 등을 

고려, 각각의 주제에 걸맞는 고품격 문화공간으

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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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회

복과 창조라는 기조하에 분야

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을 위

한 주요 과제들을 통해 시민들

에게 보다 발전적인 미래 비전

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수변휴식공간이라는 탈

피하여 배후지의 도시, 문화적 

특성을 녹여 내어 보다 발전된 

수변문화공간으로 한강공원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반포 한강공원 
2009. 4. 27

잠수교를 중심으로 한강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브릿지 파크로 조성합니다

뚝섬 한강공원 
2009. 9

옛 추억의 유원지 성격을 담아 

어뮤즈먼트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2009. 9

여의도가 갖는 중심 업무적 기능과 연계한 

비즈니스 공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난지 한강공원 
2009. 9

생태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생태 및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친환경 공원으로 

태어납니다.

르네상스 4대 특화사업



 반포 한강공원 ＼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분수를 시작으로 잠수교 

정비사업과 반포 한강공원 재조성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2km의 달빛 

무지개분수는 차들이 오가는 반포대교 교량 양쪽에 설치되며,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분수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었습니다. 반포대교 위에는 낙하하

는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쉼터 공간이 조성됩니

다.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는 기존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고, 줄어든 차

선은 보행자 전용 도로나 자전거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뚝섬 한강공원 ＼ 영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음악분수, 사계절 

수영장 등의 여가활동 공간, 자연형 호안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복원을 바탕으로 거듭나는 ‘친환경 수변 공간인, 뚝섬 한강공원에는 

수변무대도 마련됩니다. 수변무대는 대규모 문화행사, 야외공연,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활동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며 색다른 음악 분수쇼도 감상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 요트 마리나(90척), 물빛광장, 광역여객 선

착장, 친수형 테라스, 수변 산책로 등이 조성됩니다. 요트정박시설은 한강

과 샛강 합류 지역 일대에 설치되며 광역여객 선착장은 여의도 국제금융 

및 업무지구와 연계해 설치될 계획입니다. 여의도공원과 한강변을 이어주

는 물빛광장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경사의 자연

형 호안으로 마련됩니다. 또한 여의도 샛강 일대의 복원을 통해 버들문화

구역, 수질정화 습지구역,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조성됩니다.

 난지 한강공원 ＼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접근성 개

선과 생태습지 확충 등을 통해 난지 한강공원을 세계적인 생태테마공원

으로 조성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캠핑장, 물의 광장, 요트마리나 등 레

저 공간을 활성화시켜 강서지역 문화 환경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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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 공 원
즐겨 찾기

한강은 휴식의 보고(寶庫)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돗자리 하나만 들고 가도 

누구에게나 자리를 내어줍니다. 

오가는 길에 지나치고 마는 한강이 아니라 

머물러 즐기는 곳으로, 

자주 찾아보고 싶은 공간으로 

한강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자 연

생 활

문 화

레 저

유 람 선  즐기 기

축 제  즐기 기



한강공원은 서울 도심에서 사계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 친화 공간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만날 수 없는 한강변의 자연은 강과 하늘의 조화로 

탁 트인 시야를 선사합니다. 공원에 조성된 꽃밭과 

자연학습장, 생태공원이 있어 더욱 풍부한 자연과 

만날 수 있습니다.  

N a t u r e

자연을 담은 휴식 



 사계절 피어나는 꽃 천국 ＼ 한강공원은 꽃

으로 계절을 말해줍니다.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넓은 

꽃밭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꽃들이 지나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5월초 유채꽃을 시작으로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물

억새까지 그야말로 꽃 천국이 따로 없는 한강 공원. 

가족나들이와 사진찍기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생태공원과 자연학습장 ＼ 여의도,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뚝섬 한강공원 텃밭에는 자연학습

장이 자리합니다. 특히 잠원 누에테마학습장은 아이

들의 살아 있는 교육 현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외에도 습지를 이용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여의도 샛강, 강서습지, 

암사동한강둔치, 고덕수변에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자연관찰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쉼터 ＼ 한강은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철새들의 환승역이 되어 줍니다. 밤섬, 강

서습지, 고덕수변 복원지에서는 여름 철새들과 겨울 

철새들이 번갈아 쉬어가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

습니다. 망원경으로 철새들을 관찰하면서 생태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아이들의 생태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봄 ＼ 벚꽃(여의도), 유채꽃·보리(반포), 장미(양화)

여름 ＼ 해바라기(반포)

가을 ＼ 코스모스(양화), 억새밭(광나루, 잠원, 이촌)

겨울 ＼  밤섬철새조망대(여의도), 철새탐조 유람선(여의도) 

철새탐조 수상관광콜택시(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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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f e

한강생태공원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 변화, 발

전하는 자연 순환 체계를 형성, 조성한 공원입니다. 

한강생태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교

육적인 가치가 높아 환경 및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모습

을 생생하게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과 생명의 땅 
생태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 1997년 조성된 

국내최초 생태공원입니다. 버드나무, 갈대, 억새군락

과 습지성 식물인 부들, 미나리, 물옥잠 등을 심어 수

질개선과 자연환경에 부합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샛강면적확장(182,000㎡ → 758,000㎡), 수로확장

(수로조성, 하상정비 등), 접근성 향상(지하철 연계도

로, 교량 신설, 경사로 등), 창포원, 버드나무 광장, 수

질정화원 등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생태친

화시설이 들어서 ‛0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의 02-3780-0570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 자연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계

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공간으로 국지적인 환경의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식합니다.

시민들의 자연 쉼터 ＼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치와 휴식처로서

의 기능은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자연이 주는 혜택입니다.

자연을 배우는 학습 공간 ＼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관

찰하고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환경교육장으로 중요

한 역할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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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습지 생태공원 ＼ 한강 하류의 둔치에 

담습지, 저습지 및 고위습지(물웅덩이) 등을 조성하

고 습생식물인 부들과 물억새, 수생식물, 초본류 등 

식물을 식재해 메기, 잉어 등의 어류와 자라, 도마뱀 

등 양서류와 파충류 그리고 중대백로나 왜가리, 해

오라기 등의 조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강르네상

스 사업을 통해 시설규모를 3만 7천㎡ 확장, 자연유

수형 인공수로 정비 및 생태섬 조성, 조류서식에 필

요한 완만한 경사지로 조성되었습니다. 

문의 02-3780-0621

 고덕수변 생태복원지 ＼ 기존의 모래톱, 갈

대숲, 산림지역 등의 자연적 요소를 갖춘 곳으로 생

태계 복원 식물을 식재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증대하

였으며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등의 수면성 조류와 

박새, 곤줄박이, 오목눈이 등의 산림성 조류가 서식

하고 있습니다. 도루박이, 골풀, 참나리 등 다양한 자

생종 식물도 볼 수 있습니다. 오색딱다구리, 왜가리 

등 텃새와 해오라기, 중대백로 등 철새도 관찰됩니

다. 문의 02-426-0755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공원 ＼ 콘크리트를 

벗고 162,000㎡에 갈대와 물억새가 풍성한 산책로, 

철새 관찰지 등을 갖추고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

였습니다. 이곳에는 폭 2m의 마사토로 조성한 탐방

로를 따라 봄부터 가을까지 좀작살, 찔레, 조팝나무 

등 을 만날수 있으며, 한강을 조망하며 조류를 관찰

할 수 있는 관찰데크가 설치되어 생태교육의 장으로

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곳은 콘크리트로 뒤덮

었던 호안을 철거 후 자연형의 완만한 수변사면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물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

성했습니다. 문의 02-3780-0501

 선유도 공원 ＼ 과거의 정수장 건축구조물

을 재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조성된 환경재생 공원이

자 ‘물공원’입니다. 선유도 일대 11만 407㎡의 부지에 

기존 건물과 어우러진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환

경놀이터 등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고, 서울디자인갤러리와 시간의 정원 등 다양한 볼

거리와 휴식공간을 통해 생태교육과 자연체험의 장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02-3780-0590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입니다. 

일상에 지친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위한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열린 공간, 볼거

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테마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

니다. 한강공원을 찾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1년 365일 함께 합니다.

C u l t u r e

열린 문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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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문화의 중심 ＼ 한강공원은 연중 다

양한 문화행사와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

니다. 각 공원의 특성을 살린 갤러리, 공연장 등의 문

화시설, 한강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벨트 형성

을 통해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을 

더할 것입니다.

 역사의 숨결, 문화 유적지 ＼ 선사시대부터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온 한강은 많은 문화유적

지를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몽촌토성, 절두산순교기념

관, 행주산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과거와 역사

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강변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

낄 수 있습니다. 

 영상 문화의 메카 ＼ 자연을 담은 도시의 

휴식처, 한강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각종 영화와 드

라마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풍경

과 세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야경 때

문에 서울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

었습니다.

<괴물> <청춘만화>



L e i s u r e

한강공원은 레포츠의 천국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마라톤 등 개인스포츠는 물론 축구, 농구 등 

단체 경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의 수상스포츠와 겨울의 눈썰매 등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체험들이 마련되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레포츠의 천국



 다양한 스포츠 시설 ＼ 한강변 12개 공원

에는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테니스장에 이르기까

지 총 19종 210개에 달하는 스포츠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료 또는 무료로 예약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안전한 레포츠 도로 ＼ 74km에 달하는 자

전거 도로는 한강을 이어 달리는 즐거움을 선사합니

다. 급경사, 급커브 구간을 개선, 안전사고율을 크게 

줄여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마라톤 코스로

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초보자를 위한 인라인스케

이트 광장 및 X-게임장 설치로 이용이 더욱 편리합

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 수상스포츠 ＼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요트, 수상스키, 웨이크보

드는 한강에서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

다. 수상스키, 윈드서핑, 요트, 바나나보트, 땅콩보

트, 플라이피쉬 등 여름철 한강은 수상스포츠 인파

로 북적입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강 공원의 

수영장 또한 가족 나들이의 최고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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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해적선 ＼ 2006년 4월부터 운항하기 시작한 테마유람선‘해적선’. 

5m 높이의 돛대, 해골과 칼이 그려진 깃발을 설치하고 내부는 난파된 

해적선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해적 의상과 소

품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라이브 유람선 ＼ 유람선 안에

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과 친구

의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을 맞

이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시간

을 선사합니다. 

시속 20km로 물살을 가르며 떠가는 유람선은 한강의 상징입니다. 

한강 유람선은 화려한 야경과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방법입니다. 

한강  유람선  즐기기

한강에서 바라보는 서울

회항코스(1시간 소요) ＼  여의도선착장  동작대교  

 성산대교  여의도선착장

편도코스(1시간 소요) ＼  여의도선착장  잠실선착장,  

잠실선착장  여의도선착장

가격  ＼ 1시간 - 11,000원, 1시간 30분 - 16,000원

회항 운항코스 요금(어른) 소요시간

여의도~난지~여의도 11,000원 1시간

여의도~양화~한강대교~여의도 11,000원 1시간

양화~여의도~한강대교~양화 11,000원 1시간

잠실~뚝섬~한남대교~잠실 11,000원 1시간

뚝섬~한남대교~잠실~뚝섬 11,000원 1시간

여의도~동작대교~난지~양화~여의도 16,000원 1시간 30분 

편도 운항코스   요금(어른) 소요시간

잠실~여의도 11,000원 1시간

여의도~잠실 11,000원 1시간

여의도~뚝섬 11,000원 1시간

뚝섬~여의도 11,000원 1시간

여의도~서울숲 8,000원 40분

서울숲~여의도 8,000원 40분

서울숲~뚝섬, 잠실 11,000원 1시간

운항코스별 요금 및 소요시간 

www.cn-hangangland.co.kr / 02-3271-6900



수 상관 광 콜택시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승강장 및 노선도

 라인 구분 코스명(구간) 출발시간 승선요금

 GREEN  관광 15개 승강장간 연중무휴  거리별 차등요금

 LINE   오전 10:00~오후 8:00(11~2월)

    오전 10:00~오후 10:30(3~10월)

 ORANGE 출퇴근 잠실~뚝섬 출근(월~금) 10분 간격 1인 5,000원

 LINE  ~잠원~여의나루 오전 7:30~오후 8:30(11~2월) (15분 소요)

    오전 7:00~오후 8:30(3~10월) 회원제

    퇴근(월~금) 15분 간격 (월 80,000원)

    오후 6:30~오후 8:00

 www.pleasantseoul.com / 콜센터 1588-3960 / 1척당 정원 7명-5척, 1척당 정원 10명-5척

한강의 새로운 관광네트워크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7호선
뚝섬유원지역 3번출구
도보 2분거리 

지하철2호선
당산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난지

망원

잠원 잠실

서울숲

뚝섬유원지역

선유도

방화

당산역

여의나루역

63빌딩앞

이촌나루터

동작역

반포

서빙고

N서울타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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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날

강남역 

서울숲 

입석포 

잠실종합운동장 

코엑스 



봄(3월~5월)

벚꽃축제(여의도)

찔레축제(고덕수변생태복원지)

나비·유채꽃 축제(반포)

겨울(12월~2월)

전통 연만들기 교실(선유도)

가을(9월~11월)

콩서리축제(여의도)

땅콩캐기체험(이촌)

고구마캐기체험(광나루, 망원)

한강 그림그리기 대회(선유도)

불꽃축제(여의도)

여름(6월~8월)

선유도 탐험교실(선유도)

강변문화 카페 페스티벌(뚝섬)

한강사랑 레포츠 페스티벌(뚝섬)

한강레인보우 페스티벌(반포)

한강둔치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는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펼쳐집니다. 

한강  축제  즐기기1년 365일 특별한 즐거움



01 03 05 05

전통 연만들기 교실 

매년 1월경 운영. 선유도공원 

강당(만들기), 선유교 및 전망

데크(날리기)에서 열린다. 연날

리기 풍속에 대한 강의 및 만

들기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벚꽃 축제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벚꽃

나무 1589주가 만드는 꽃 터널

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 활

짝 핀 봄꽃길이 시민들의 마음

을 사로잡는다. 야간에는 바닥

에 설치된 특수조명이 벚꽃의 

운치를 더한다.

08

한강사랑레포츠페스티벌

노래자랑, 락 콘서트 등 화려

한 무대 공연과 윈드서핑, 수사

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 스릴 넘치는 수상 레포츠체

험이 함께 하는 여름 축제로 운

영되고 있다.

09

강변 문화 카페 페스티벌

외국 관광객, 시민, 그리고 동

호인들이 펼치는 세계 다문화 

동호회 축제로서 온라인공간

에서 교류하던 사람들이 오프

라인 공간인 한강에서 이색적

인 주제로 모여 축제의 마당을 

열고 있다. 

나비·유채꽃 축제

매년 4월말부터 개최. 반포 한

강공원 서래섬에서 열린다. 유

채꽃 포토존, 나비방사, 무용, 

마임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프

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강레인보우 페스티벌

반포한강공원에서 5월부터 10

월까지 주말마다 펼쳐지는 페

스티벌로 언제나 보고, 즐기

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거

리아티스트, 달빛광장 주말문

화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10

한강불꽃축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한강변 밤 하늘을 수놓는 화려

한 불꽃축제도 볼거리지만 최

첨단 레이저쇼 등 다양한 행사

가 준비된다. 

09

어린이 한강그림그리기 대회

매년 9월경 개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

로 선유도 한강공원(변동가능)

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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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ang Festival





한 강 공 원
다시 찾기

한강공원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적인 

레저·문화공간으로 편안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각 공원별 특징을 알고 가면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갖춘 시민들의 맑은 쉼터, 

한강공원을 소개합니다.



한 강 공 원  이 용  에 티 켓  

공원내에서 소음을 내지 맙시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지 마세요

자연사랑은 눈으로만 합시다

공원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맙시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시설물은 깨끗이 이용하세요

자전거, 인라인 이용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세요 



한강공원구간 41.5km(강동구 강일동~강서구 개화동)

한강공원면적 39.9km²(수역 30.8km², 둔치 9.1km²)

한강의 길이 497.5km(김포시 월곶면~태백시 금대산 검룡소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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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의  자 연 문 화 공 간  



광진교 상류부터 성내천교 사이에 위치합니다. 서울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물이 맑고 깨끗하며, 한강공원 중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자랑합니다. 

자연 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변을 따라 우거진 나무들과 생

태공원이 잘 조성돼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광나 루  

 공원 밖에서 즐기기

암사선사유적지 ＼ 한강유역 중 신석기시대부

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

입니다. 실제로 약 6천 년 전 신석기시대 사람들

이 사용했던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석기 등

이 출토되었습니다.

몽촌토성 ＼ 백제의 토성으로 자연 지형을 이용

해 진흙을 다져 쌓은 성벽입니다. 성은 북쪽으로

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것으로, 토성 안에서 발

굴된 백제의 유물과 구조물들이 이곳이 백제의 

위례성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문 의  

촬 영  포인 트

광나루안내센터 ＼ 02-3780-0501

암사선사유적지 ＼ 02-3426-3867

몽촌토성 ＼ 02-424-5138

운치 있는 갈대군락지의 산책로는 

광나루의 촬영 명소. 군락지 내에 잘 

가꿔 보존하고 있는 희귀식물을 촬

영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레저 공간

 공원 안에서 즐기기

자전거 테마공원 ＼ 13만m² 규모의 자전거 테

마공원에 자전거경기장, 자전거피크닉장. 이색

자전거체험장, 자전거대여소가 갖춰진 광장이 

조성됩니다. 이 외에 과학공원 및 파크골프장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광장 ＼ 초보자들이 강습

을 받고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광장과 마니

아들을 위한 원형트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

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변돌길 ＼ 콘크리트를 벗고 16만 2,000m²에 

이르는 드넓은 한강변에 꾸며진 생태공원에는 

1km가 넘는 산책로가 있으며, 한강물에 손을 담

그는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는 흰빰검둥오리, 큰기러기 그리고 돌무더기 주

위의 굴뚝새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교 통 편

지하철 ＼ 5, 8호선 천호역 1번 출구

(500m) 천호대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입계단 이용  ●  8호선 암사역 4번 

출구(700m) 암사나들목 이용

승용차 ＼ 올림픽대로 하일 IC방향 

천호대교를 지나 2,000m지점 현

대아파트 방향으로 나와 암사지하

차도(올림픽대로 지하보차도) 이용   

●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암사선사

주거지를 지나 400m 지점 진입로 

이용

버스 ＼ 천호동공원 하차(1,000m) 

3411, 3311, 3211, 340, 갑을아파트 

하차 3312, 아산병원앞 하차 3312, 

삼성광나루아파트 하차 340,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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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안 내 종류 시설내역 이용안내

운동시설 축구장3, 어린이 야구장1, 배구장4, 농구장6  

 체력단련장2, 테니스장8, 수영장1, 족구장4 

 인라인스케이트장1, X게임장1 
광나루안내센터 3780-0501

자전거도로 7.9km(보행자 겸용 5.7km, 자동차 겸용 2.2km)

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1, 매점2, 강동경찰서 수상안전센터 

 음료수대16, 화장실8, 그늘막22, 주차장

주차시설 425대 주차가능, 1일 1회 3,000원 / 월정기권 50,000원 국제도로기기(주) 3436-2901

수영장 수용인원 1,200명(7월~8월 개장) 470-9561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암사생태공원

자전거테마공원

과학공원

어린이 야구장

주차장

성남취수장 
인천취수장 
풍납취수장 

관공선선착장
(한강경찰대)

전망쉼터

삼성광나루
아파트 

신암초등학교

선사현대아파트 

풍납토성

동아한가람
아파트 

만남의 광장 

생태경관보존지역 

광나루 안내센터

천호역
5호선 

암사역
8호선 

풍납동 

천호동 

풍납나들목 

몽촌나들목 

즈믄길나들목 

나루터길나들목

암사나들목 



성내천부터 영동대교 중앙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롯데월드, 올

림픽공원이 인접해 있어 여느 지역보다 대단위 스포츠 및 레저시설이 고루 갖춰져 생

활체육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자연학습장과 잠실수중보 물고기길(어도)도 조성되어 

생태환경의 새로운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잠실수중보 물고기길 ＼ 수중보 계단이 높아 도

약력이 약한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물고기길(어도)

입니다. 폭 4.0m, 길이 228m 규모로 산란기 때 

물고기들이 떼 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입니다. 

자연학습장 ＼ 할미꽃, 노루오줌, 며느리 배꽃 

등 우리나라 토종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

법 규모가 커서 구획별로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자연학습장의 원두막은 시골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잠실  

 공원 밖에서 즐기기

석촌호수 ＼ 송파구에 위치한 인공호수로 잠실

공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송파나

루공원’으로도 불립니다. 조선후기 송파장이 번

성하였던 곳으로 민속놀이인 ‘송파산대놀이’가 

유명했던 곳입니다. 호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

에서 오붓한 시간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롯데월드 ＼ 실내외 놀이시설은 물론 아이스링

크, 수영장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나

들이 인파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식당과 쇼핑 

공간도 함께 있어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데 손

색이 없는 이벤트 공간입니다. 

교 통 편

지하철 ＼ 2호선 성내역 3,4번 출구 

성내역나들목(900m) 신천역 7번 출

구(700m) 석촌나들목 이용  ●  2·8

호선 잠실역 5번 출구(800m) 잠실

나들목 이용

승용차 ＼ 올림픽대로 하일 IC방향 

청담대교를 지나 900m지점 잠실종

합운동장 방향으로 진입해 신천 나

들목 이용  ●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철교를 지나 190m지점에서 잠

실역 방향으로 진입 후 540m지점 

공원진입로 이용하거나, 잠실대교 

지나 1500m지점 공원로 이용

버스 ＼ 8331(신천역 8번 출구, 잠실

역 5번 출구) 운행노선 : 잠실 롯데월

드 - 잠실5단지(잠실역 5번출구) - 

잠실주공2단지(신천역 8번출구) - 

잠실주공1단지 - 잠실체육관 동문앞 

- 잠실선착장 - 수영장 - 잠실역 - 

잠실롯데월드

문 의  

촬 영  포인 트

잠실안내센터 ＼ 02-3780-0511

롯데월드 ＼ 02-411-2000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공간

한강 하류까지 왕복하는 유람선의 

선착장은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

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야경 

촬영에 적합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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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축구장1, 트랙구장1, 수영장1, 청소년광장1  

 게이트볼장6, 족구장1, 배구장2 

자전거도로 10.3km(보행자 겸용 6.3km, 자동차 겸용 4km) 잠실안내센터  3780-0511

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1,자연학습장1, 주차장5, 화장실11, 음수대12 

 매점3, 선착장식당(유쉘, 누에나루), 그늘막35

주차시설 총706대 주차가능, 1일 1회 3,000원, 월정기권 50,000원 피에스오성 452-2122

수영장 수용인원 3,400명(7월~8월 개장) 421-2564

유람선선착장 편도 및 회항편 운항 (주)C&한강랜드 416-8611~5

수상콜택시승강장 승강장 (주)즐거운서울 1588-3960

수상업체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주)퍼스트오리진 422-2512 

전망쉼터

잠실대교 잠실철교

종합운동장나들목 

신천나들목 

석촌나들목 
잠실나들목 

성내역나들목 성내역
2호선 

잠실동 

주경기장

학생체육관

실내수영장

수영장

물고기길(어도)

잠실수중보 

자연초지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게이트볼장

자연학습장

배구장 

잠실안내센터

장미아파트 

실내체육관

헬기장

퍼스트오리진

수상콜택시승강장

유람선선착장

비치발리볼장
(트랙구장)

청소년놀이마당 

잠실주공
아파트



영동대교 중앙부터 잠수교 상류 철탑 사이에 위치합니다. 둔치에는 육상경기장, 축

구장, 농구장, 배구장,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수상에는 수상스키와 요트

수상업체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다리를 따라 이어진 조

명과 선상 카페의 야경이 일품인 곳입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누에체험학습장 ＼ 누에모형을 형상화한 자연

학습장은 진입마당, 누에전시마당, 자생초화원, 

학습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 → 유

충 → 누에고치 → 나방으로 이어지는 누에의 

일생을 볼 수 있는 누에전시마당, 누에전시대 

등과 함께 누에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상스포츠  ＼ 바나나보트에서 웨이크보드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강물 위를 쾌속질주하다 보면 아찔하고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

습니다. 숙련된 조교들의 강습과 상담으로 초보

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잠원

 공원 밖에서 즐기기

잠실리뽕나무 ＼ 서울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나

무입니다. 신잠실은 국립 양장소격으로 백성들

에게 양잠기술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세워졌으

며, 현재 고사된 나무 주변에 뽕나무 묘목을 심

어 예전의 역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전망쉼터 ＼ 발 아래로 흐르는 한강의 모습

을 보면서 차 한잔을 즐길 수 있는 전망쉼터는 

100m² 내외로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

간에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한강변 전망은 가히 최고입니다.

교 통 편

지하철 ＼ 3호선 신사역(1,000m)  

5번 출구 압구정역(800m) 1번 출구

승용차 ＼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여의

도에서 반포대교를 지나 강남대로 방

향 4차선 쪽으로 진입, 첫 번째에서 

우회전하거나 신반포 18차 337동 앞

에서 우회전 진입  ●  올림픽대로 공

항방향 한남대교 남단 램프에서 강

남대로 4차선 쪽 고가램프 진입. 우

측차선에서 우회전 후 50m지점에서 

다시 우회하여 신반포 18차 337동 앞

에서 우회전 진입

버스 ＼ 신사중학교 하차 (500m) 

9405, 3422, 3418, 3412, 3411, 362, 

361, 143  ●  설악아파트 앞 하차

(900m) 4318, 362, 361, 143  ●  신반

포 18차 아파트 앞 하차(200m) 4418, 

362, 361

문 의  

촬 영  포인 트

잠원안내센터 ＼ 02-3780-0531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낭만 공간

한양아파트 뒤 한강 1문 압구정나

들목에는 내벽에 다양한 그라피티

(Graffiti)가 그려져 있어 젊은이들의 

촬영 명소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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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안 내 종류 시설내역 이용안내

운동시설 농구장4, 테니스장5, 육상경기연습장1, 체력단련장1  

 청소년광장1, 배구장2, 축구장1 

자전거도로 8.2km(보행자 겸용 6km, 자동차 겸용 2.2km) 잠원안내센터  3780-0531

편의시설 누에체험학습장, 매점3, 화장실12, 음수대11, 그늘막39  

 자전거보관소2

수상스키장 수상스키 이용 생활체육수상스키연합회 541-8255

수영장 수용인원 3,000명(7월~8월 개장) 536-8263

수상업체 모터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워터슬래드 요트  온 516-9878, 삼세룡 3445-8000

 윈드서핑 등 화창레저산업 3447-0333 

  프라디아 3477-0033

수상콜택시승강장 승강장 (주)즐거운서울 1588-3960

주차시설 총 738대 주차가능, 1일 1회 3,000원 / 월정기권 50,000원 (주)국제도로기기 3436-2901 

주차장

한남대교

잠원나들목 

신잠원나들목

강남나들목 

신압구정나들목

잠원동 
압구정동 

신반포5차
아파트

한강한신A

한강한신A

미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신사중학교

화창레저사업
(서울국제요트클럽, 프라디아)

관광선선착장 
수상콜택시승강장 

국민생활체육 
수상스키장(파코)

트랙구장 및
럭비구장 

신사공원

주차장
(만남의 광장)

체력단련장 
주차장

주차장
전망쉼터

초지

주차장

주차장

꽃밭조성지 

테니스장

잠원안내센터

잠원수영장 

자연학습장 

청소년광장 

한강잠원 
누에체험학습장

초지

제2안내소 

제1안내소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ON

삼세룡 리버시티



반포대교를 중심으로 상류는 한남대교, 하류는 동작대교 사이 강변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는 7.2km입니다. 또한 서래섬에는 물길을 따라 자연석 호안가에 수양버

들이 드리워져 있으며, 부근에 갈대밭과 호안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젊은 연인들의 

산책코스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한편 자전거도로가 잠원에서 잠실 그리고 여의도

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장거리 하이킹 코스로 좋습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서래섬 ＼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올림픽대로 

건설 및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조성된 인공섬

으로 3개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5

월초 유채꽃축제로 유명하며, 연중 각종 꽃과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 사진 촬영은 물론 산책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달빛무지개분수  ＼ 물줄기가 웨이브로 뿜어지

며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하는 경관 조명도 갖추

고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음

향효과 설비도 설치되어 인근에 조성된 전망쉼

터에서 휴식을 즐기기 좋아 반포한강공원의 명

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동시간

월~목(5회) : 12:30, 15:00, 20:00, 20:40, 21:20

금(5회) : 12:30, 15:00, 20:00, 20:40, 21:20, 22:00

토~일(7회) :  12:30, 15:00, 17:00, 20:00, 20:40 

21:20, 22:00

반포

교 통 편

지하철 ＼ 3·7호선 고속버스터미

널역 3, 4, 8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8401번 연계  ●  4호선 동작역 1, 

2번 출구에서 한강공원(1,000m)   

●  삼각지역 13번 출구에서 합동참

모본부앞 셔틀버스 8401번 연계

승용차  ＼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  한남대교를 지나 500m지점(상

류) 반포대교를 지나 150m 지점(하

류)  ●  네비게이션 서초구 반포2동 

115-5번지(반포안내센터)

버스 ＼ 순환버스 8401번 (20분간격) 

운행노선 : 공원출발 - 고속터미널(호

남선) - 고속터미널(경부선) - 센트

널시티 - 반포한강공원 - 한강중학

교 - 크라운호텔 - 녹사평역 - 전쟁

기념관 - 반포한강공원  ●  간선버스 

730번 덕은동(종점) - 녹사평역 - 한

강중학교 - 잠수교(반포한강공원) - 

강남역 사거리 - 수색역 앞

문 의  

촬 영  포인 트

반포안내센터 ＼ 02-3780-0541

무지개분수 사무실 ＼02- 3780-0578

반포주차장 ＼ 02-3436-2901

수상택시 ＼ 1588-3960

편안한 시간을 약속하는 휴식 공간

 달라지는 공원 미리보기

플로팅아일랜드 ＼ 한강의 꽃을 주제로 조화를 

이룬 3개의 섬으로 구성해 공연문화와 엔터테

인먼트, 수상레저 기능의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잠수교 보행환경 개선 ＼ 잠수교의 4차로 중 2

차로를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로 전환하고, 7개 

테라스식 접속 데크를 설치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빛 광장 ＼ 반포대교 분수쇼를 비롯해 한강경

관은 물론 서울타워 등의 남산 풍경까지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형 마운딩 및 리버스탠드를 잠수

교 남단 둔치에 설치합니다.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꽃밭이 펼쳐지고 곳곳

에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는 서

래섬은 사진동호회 사이에서 최고의 

출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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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아일랜드

잠수교 보행 환경 개선 자연형 호안

반포대교

반포나들목 

반포안내센터
나들목 

서래섬나들목

한신신반포아파트

반포우성아파트

경남아파트

반포2동사무소

신반포아파트

한신아파트

클럽제페

서래섬

달빛광장

달빛 무지개분수(1,140m)

초생마루

반포안내센터

농구장

피크닉장

주차장

주차장

반포리버워크
농구장

물방울놀이터
피크닉장

초생마루

야외무대

리버스 스탠드

수상택시승강장야외무대

반포동 잠원동 

잠수교나들목



밤섬, 여의도 샛강 등이 비교적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둔치 내에 

유람선 선착장, 민속놀이 마당, 문화마당 등 문화시설이 다른 곳보다 많이 설치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벚꽃축제, 세계불꽃축제, 마라

톤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합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밤섬 ＼ 273,503m² 규모의 밤섬에는 매년 70여

종 3,000여 마리의 철새가 찾아옵니다. 밤섬은 

도심 속의 유일한 철새 도래지로 가치가 높아 

1999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제323호인 매, 황

조롱이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밤섬에 들어갈 수

는 없지만 여의도 둔치에 마련된 철새 조망대에

서 밤섬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 국회의사당 뒤편 5.7km의 

길에 30~40년된 왕벚나무 1천 400여 그루가  

봄의 장관을 연출합니다. 또한 국회의사당 뒷길

과 서울교를 잇는 2.1km 구간에 빛의 색깔을 달

리할 수 있는 투광조명(up-light)을 설치해 벚꽃

이 절정기에 이르면 평일엔 10~15만 명, 주말엔 

3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여의도

교 통 편

지하철 ＼ 5호선 여의나루역 2, 3번 

출구

승용차 ＼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여의

도 밑으로 진입하여 노량진 수산시장 

방향으로 들어온 후 63주차장 이용  

●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강철교를 

지나 63빌딩 앞 진입로 이용

버스 ＼ 여의나루역 2번 출구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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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3, 5618, 5615, 5534, 1008, 

753, 362, 261, 61 여의나루역 1번 

출구 하차(10m) 9409, 7611, 6623, 

6630, 5713, 5633, 5534, 753, 461, 

360, 261

문 의  

촬 영  포인 트

여의도안내센터 ＼ 02-3780-0561

여의도수영장 ＼ 02-785-0478

여의도주차장 ＼ 02-782-8634

여의도유람선 ＼ 02-3271-6900~5

수상택시 ＼ 1588-3960

365일 축제가 이어지는 공간

 달라지는 공원 미리보기

자연형호안 ＼ 기존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경사가 완만한 자연형 호안(1,880m)과 수변산

책로를 조성, 물의 접근성을 높여서 새롭고 흥

미로운 경관을 조성합니다.

요트마리나 ＼ 강우 시 유수로부터 안전한 국회

의사당의 배면과 샛강의 합류한 지역 일대에 마

리나(14.600m², 90척 정박)를 설치,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수상레저 문화를 제공합니다.

캐스케이드 ＼ 워터프론트와 직접 연결함으로

써 아이들에게는 놀이공간을, 어른들에겐 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친수형테라스 ＼ 호안부에 수변 무대를 조성해 

일상의 쾌적함을 즐길 수 있고, 휴게ㆍ조망을 위

한 친수공간으로 제공합니다(1,360m).LG쌍둥이빌딩 사이로 넘어가는 붉

은 석양이 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운치를 자아내어 사진 찍기에 좋은 

곳입니다. 특히 유람선에서 찍는 석

양이 장관입니다. 

친수형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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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형호안

요트마리나 캐스케이드

노량진수산시장

동작구청

생태못

인도네시아대사관

미성아파트

여의못

여의도종합상가앞
문화마당

생태의 숲

잔디마당

순복음교회앞

주소기업회관

SBS 놀이터

KBS별관

관공선선착장

119수난
구조대

수상콜택시승강장

수변보행브릿지

광역여객선선착장 유람선선착장

수상콜택시승강장

파크골프장

여의경관구역

63빌딩

여의도 
시범아파트

장미아파트

LG트윈타워

통일주차장

친수형스탠드

캐스케이드

잔디광장

노들나루

진성나루

녹음수광장
수영장

축구장 축구장

운동장

국회둔치주차장

여객터미널주차장

여객터미널(향후)

주차장

서강대교남단
주차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너른들판

페스티벌스탠드

도심테라스

요트마리나
국회의사당

삼성아파트

파라다이스

여의교

서강대교

둔치경관탐방구역

생태보존구역

버들문화구역

생태체험학습구역

수질정화습지구역

마포대교
원효대교

서울교

당산동 

영등포동 

여의도동
여의도동

노량진동

여의나루역
5호선 

여의도역
5호선 

여의도공원

앙카라공원



국회의사당 뒤 여의도 샛강 사면지부터 가양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둔치 지역

에 잔디밭이 넓게 조성돼 있어 전망이 좋고, 휴식과 운동, 레저 기능을 고루 갖춘 공

원입니다. 인근에 환경재생 공원인 선유도와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월드컵분

수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장미단지 ＼ 매년 5월이면 초록 잔디밭을 붉게 

물들이는 장미꽃과 노란 금계국이 시민들의 발

길을 붙잡습니다. 진초록 잎사귀 사이로 붉은 

속살을 드러낸 장미꽃과 노란 금계국이 파란 

강물과 어우러진 덕에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월드컵분수 ＼ 세계에서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월드컵분수대는 202m의 높이로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주분수 1기, 30m 높이의 보조분수 21기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간관람을 위한 조명장

치도 갖추고 있는데, 분수대는 4월부터 9월까지 

가동하며 유람선을 타고 지나면 햇빛에 비친 무

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수상스키 ＼ 한강 물살을 가르며 하얀 포말을 

그리는 수상스키는 무한질주의 쾌감을 맛볼 수 

있어 여름 레포츠의 꽃이라 불립니다. 스노우보

드를 타는 사람이라면 쉽게 배울 수 있고 물살

을 이용해 강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수상

스키어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억새길 ＼ 양화한강공원의 선유교 밑을 걸어

가다 보면 강물과 인접한 바닥 부분에 무성하

게 우거진 500m 가량의 물억새길이 있습니다.  

제방돌틈과 물가에 하얀물억새 군락지를 조성

해 사람의 키만큼 높게 자라 강변을 따라 늘어

서 있어 무지개 다리와 어울려 사뭇 다른 느낌

을 전합니다.

양 화

교 통 편

지하철 ＼ 2·9호선 당산역 4번 출구

(350m) 노들길나들목(강변나들목)

이용

승용차 ＼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성

산대교 지나 100m 지점 우측도로 진

출 후 성산나들목 이용  ●  올림픽대

로 공항방향 당산철교 아래 진입로 

와 양화대교를 지나 1,500m 지점 진

입로 이용

버스 ＼ 당산역하차 (500m) 603, 

660, 6620, 6631, 6632, 70, 70-1 

●  해태육교 노들길 하단 하차 602, 

603, 604, 605, 642, 660, 661, 

5616, 5712, 6514, 6623, 6631, 

6632, 6633, 6712, 6716  ●  해태육

교 노들길 상단 하차 602, 603, 604, 

605, 642, 660, 661, 5616, 5712, 

6514, 6623, 6631, 6632, 6633, 

6712, 6714

문 의  

촬 영  포인 트

양화안내센터 ＼ 02-3780-0581

다양한 즐거움이 머무는 자연 공간

불꽃, 작약, 장미 등 다양한 꽃과 나

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선유도공원으

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억새밭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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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축구장1, 배구장2, 농구장2 

수상스키장 수상스키, 바지선1척, 수상레저장비  

자전거도로 5.9km(보행자 겸용 5.9km) 양화안내센터 3780-0581

편의시설 매점4, 화장실7, 음수대7, 그늘막34, 어린이놀이터1 

주차시설 총 514대 주차가능, 1일 1회 주차권 3,000원 / 월정기권50,000원 (주)야마노코리아 761-6729

유람선선착장 편도 및 회항편 운항 (주)C&한강랜드 2675-3535

수상콜택시승강장 승강장 (주)즐거운서울 1588-3960 

수상 훈련장 한국해양소년단원 지도 및 강습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883-2346

장미단지

양화안내센터

성산1주차장

성산2주차장

전망쉼터

성산나들목

노들길나들목

수상콜택시승강장

유람선선착장

수생식물원

원형소극장

디자인서울갤러리

녹색기둥의 정원 검문소

온실

전망데크

월드컵분수대

양화수상스키장 유람선선착장(양화)

선유도
(무지개다리)

관공선선착장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해양소년단
수상훈련단

숙근초단지

주차장

숙근초단지

해태육교앞

한신아파트

한강공원집입육교

피크닉장

벽산아파트

한솔아파트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자전거대여소

한강랜드주차장

수상콜택시
승강장

당산철교

양화대교

양평동
당산동

당산역
2호선 

선유도공원



선유도 일대의 부지에 기존 건물과 어우러진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환경놀이터 

등에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서울갤러리와 시간의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통해 생태교육 및 자연체험의 장으로 활용되

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선유교 ＼ 선유도공원과 선유교가 만나는 부분

인 전망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

로 발 아래의 자연 초지와 선유도, 한강과 월드

컵공원 등 탁 트인 서울의 모습을 두루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안개분수 ＼ 안개분수는 벽을 타고 아래로 쏟아

져 내리면서 선유도 야경과 함께 아름다움을 만

들어 냅니다. 안개분수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

일 밤 8시~11시 중 정시에 시작하여 약 10분씩 

야간에만 가동됩니다. 

환경물놀이터 ＼ 수질정화정원에서 정화된 물

을 이용한 친수공간으로 15cm 이하의 얕은 수

심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모래놀이를 할 수 있

는 모래밭과 물놀이에 젖은 몸을 말리거나 쉴 

수 있는 목재 평상이 있습니다.

선유도  

테마식물원 ＼ 기존의 정수장을 활용하여 만든 

수생식물원에서 수생식물들이 물을 정화시키

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백련과 갯버들, 금불초 등 

다양한 종류의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정원에서는 이끼원, 고사리원, 푸

른숲의 정원, 초록색의 정원 등 다양한 테마정

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나루 ＼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취수

펌프장을 재활용한 휴식공간으로 차와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강과 강 건너 서울

의 북쪽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지점에 위치

하며, 외벽을 덮은 담쟁이덩굴과 버드나무 세 그

루가 운치를 더하는 곳입니다. 

(문의 02-2675-2112)

교 통 편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1,500m)

로 나와 일반버스 5714 탑승 후 선유

도공원 정문 하차  ●  2·6호선 합정

역 8번 출구(1,500m)로 나와 일반버

스 5714 탑승 후 선유도공원 정문 하

차  ●  9호선 선유도역(1,000m)

승용차 ＼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성

산대교 밑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 

후 좌회전(굴다리 통과), 양화 한강공

원 주차장 이용  ●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양화대교를 지나 1,000m 지점 

양화 한강공원 선유도방면 진입, 양

화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버스 ＼ 양평동 한신아파트 하차

(1,000m) 604, 605, 5516, 5712, 

6514, 6623, 6631, 6632, 6633, 

6712, 9707  ●  합정역 하차 271, 570, 

602, 603, 604, 5712, 5714, 6712, 

7011, 7012, 7013, 7612  ●  선유도공

원 정문 하차 5714

문 의  

촬 영  포인 트

선유도안내센터 ＼ 02-3780-0590

카페테리아 나루 ＼ 02-2675-2112

국내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 공간

테마공원인 ‘시간의 공원’은 다양한 

사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촬영 

명소입니다. 무지개 색의 야간 조명

이 아름다운 선유교 역시 베스트 장

소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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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울갤러리 전시실, 한강역사, 사계, 한강의 옛모습 등(운영시간 09:00~18:00) 

소프트서울전시실 디자인서울거리, 한강(남산)르네상스 등(운영시간 09:00~18:00)  

원형 소극장 연석배치, 준비실, 조명거치대 / 좌석220석(운영시간 06:00~24:00)  

주차시설 일반차량 출입제한, 장애인 이용 차량만 주차가능(주차대수 28대) 선유도안내센터 3780-0590 

안개분수 선유도 남측 옹벽에 설치, 동절기 운영중지

 운영시간 20:00, 21:00, 22:00, 23:00 각 10분 간 7.2km 

기타시설  선유교, 선유정, 방문자안내소, 환경물놀이터, 테마정원

수상콜택시승강장 승강장 (주)즐거운서울 1588-3960  

유람선선착장 편도 및 회항편 운항 (주)한강랜드 2068-6340

원형소극장

소리의정원

자생습초지

월드컵분수대
조종실

숲마당

선유마당

시간의정원 수생식물원

습지식물원

녹색기둥의 정원

디자인서울갤러리

낭떠러지위험지역

선유정

관공선선착장

급수탱크

수상콜택시
승강장

유람선선착장

수질정화원

마포지대사무실

온실

차량진입로

정문(입구)

검문소

잔디마당

물놀이터
강연홀

펌프실

환경교실

야외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안개분수

전망데크

관수탱크

카페 ‘나루’

과수원

바람의언덕

선유도안내센터

주차장
(장애인)

합정역

양화사거리

양화대교

선유교
(보행자전용육교)

→

→

→



강서한강공원은 습지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이 결합된 테마형 공원입니다. 생태습지

공원은 담수지, 저습지, 관찰로 등 습지 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의 자연정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및 육상트랙 등의 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은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과 스포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철새조망대 ＼ 한강의 철새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철새조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

망대에는 고배율 망원경과 쌍안경이 있어 청둥

오리, 민물가마우지 등 20여 종의 철새들이 날

아오르는 풍경을 볼 수 있고, 청소년과 어린이

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자전거도로 ＼ 푸른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길게 

이어진 자전거도로는 생태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어 강바람을 맞으며 한적한 자연 속을 달리

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또한 저습지 안의 다양한 

생물상도 볼 수 있습니다. 

강서

 공원 밖에서 즐기기

공암나루 ＼ 공암나루는 강서구 개화동 한강 남

쪽 지역으로 서울시계 내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나루였습니다. 강화도 방향으로 가는 사

람들이 주로 이용했으며 지금은 광주바위를 중

심으로 조성된 구암공원이 인접해 있어 문화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행주산성 ＼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의 하나로 국

난극복의 정기가 서린 산성입니다. 권율장군이 

3천 명의 병력으로 10배나 많은 왜적을 물리친 

곳으로서 적이 쳐들어오자 성 안의 부녀자들이 

치마폭에 돌을 담아 날라 승전고를 울리게 하여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유래했다는 일화가 유명

합니다.

교 통 편

지하철 ＼ 5호선 방화역 1, 2번 출구

(1,900m) 마을버스 6번 강서습지생

태공원 하차

승용차 ＼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가

양대교 오른쪽 램프에서 가양아파트 

방향으로 나와 서남물재생센터 후문

을 지나 지하차도 이용  ●  올림픽

대로 공항방향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행주대교) 방향 3차선으로 진행하

다가 우측의 인천국제공항 전용도로

로 가지 말고, 그 갈라지는 곳에서부

터 직진(300m)한 후 우측 공원으로 

진입

버스 ＼ 서남물재생센터 앞 하차

(1,600m) 6631, 6632, 6633, 6712, 

9602  ●  방화역 하차 642, 651

문 의  

강서안내센터 ＼ 02-3780-0621~3

행주산성 ＼ 031-961-2582 

다시 태어나는 쉼터, 생명 공간

촬 영  포인 트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생태적인 풍경

은 안개가 조금 낀 날 혹은 비가 오는 

날에 찾으면 더욱 운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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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축구장1, 농구장3, 게이트볼장4, 육상트랙1, 다목적운동장1 

자전거 도로 4km(보행자 겸용) 강서안내센터 

편의시설 화장실3, 음수대3, 그늘막13, 매점1, 자전거보관소10 3780-0621~3

주차시설 69대 주차가능, 1일 1회 3,000원 / 월정기권 50,000원  (주)야마노코리아 761-6729

수상택시승강

정곡나들목

개화나들목

자연관찰로

버드나무림

저수호안

저수호안

모래톱

모래톱

모래톱

모래톱

진입데크
진입데크

강서안내센터

자연관찰로

조류관찰대

하중도

관찰데크
관찰데크

휴게광장

육상트랙

축구장

둔덕

농구장

진입광장

방화대교

건생초지

고위습지

고위습지

건생초지
건생초지

건생초지

건생초지

건생초지 고위습지

고위습지
주차장(잔디블럭)



홍제천교에서 난지천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캠핑장, 야구장,  

국궁장, 잔디마당, 수상스키장과 요트장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다양한 즐거움을  

전합니다. 난지한강공원은 새천년을 기념하고, 2002한일월드컵과 관련하여 조성

된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과 연계되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곳

입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국궁장 ＼ 궁국을 대중화하고 현대인에게 맞도

록 보급하기 위해 난지에 국궁장을 만들고 초

보자들도 손쉽게 배워 국궁을 체험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지야구장 ＼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 중 사회

인 전용 경기장으로 2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외야

펜스는 간이 이동식 펜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난지

교 통 편

지하철 ＼ 6호선 마포구청역 7번 출

구로 나와서 홍제천 하천길로 진입한 

뒤 한강방향으로 1,300m  ●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2,000m)

승용차 ＼ 월드컵경기장 방향 남문

에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방향

으로 진행하여 고가차도로 내려와 

강변북로에서 공원진입(강변북로 일

산 반대방향)  ●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가양대교로 진입하여 강변북

로 성산대교 방향 500m 지점의 진

입로 이용

버스 ＼ 성산 임대아파트 앞하차

(1,300m) 마포19  ●  월드컵경기장 

앞하차 7714, 7715 

문 의  

난지안내센터 ＼ 02-3780-0611

난지주차장 ＼ 02-761-6729

난지(상암)유람선 ＼ 02-376-5614

도심 속에 자리한 캠핑 공간

촬 영  포인 트

캠핑장 곳곳의 이국적인 고정식 텐트

는 구경하며 쵤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발 밑에 깔린 자갈이 운치를 

더하는 버드나무 군락지 옆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 명소입니다.

 달라지는 공원 미리보기

강변물놀이장 ＼ 길이 140m, 넓이 7040㎡, 수

심 80㎝깊이의 강변물놀이장 조성으로 어른들

은 과거 물놀이 추억을, 어린이들은 새로운 자

연 친화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앙연결브릿지 ＼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

도록 월드컵공원의 노을 공원과 하늘공원, 평

화공원에서 난지공원을 연결하는 다리가 설치

됩니다. 

생태습지원 ＼ 33,600㎡ 규모의 생태습지원과  

초원, 버드나무숲으로 주변을 조성합니다. 또한 

물을 정화하는 ‘정수원’도 함께 설치됩니다. 

캠핑장 ＼ 26,000㎡·194면 규모의 친환경 테

마파크공원으로 1일 최대 인원 970명을 수용하

며, 주변에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새로운 공

간으로 태어납니다.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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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물놀이장

중앙연결브릿지 생태습지원

상암동 

강변북로

상암동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의공원

월드컵공원

생태섬

LINGWALK

중앙연결브릿지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태습지원

폐쇄성습지

캠핑장

버드나무하반림
버드나무하반림

주차장

한강야생탐사센터

 복합연결통로

수변생태학습센터 주차요금소

야구장

강변초지

중앙잔디광장

난지안내센터

환경놀이터

정수원

강변물놀이장

자전거공원

잔디마당

주차요금소

그늘막

리버피아마리나

요트장
(서울시 요트협회)

수상콜택시
승강장

수상스키장
유람선선착장
(상암나루)

강변초지

거울분수

주차요금소
연결브릿지



원효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강변북단에 위치하며 마포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둔치에

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산책로 등의 휴식공간이 짜임새 있게 잘 조성되어 있

습니다. 또한 수상에서는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고, 주변에 망원정과 절두산 성지 등 문화유적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수영장 ＼ 한강에 둘러싸여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망원수영장은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방형 샤

워장과 세족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풀장 

주변은 점토 블럭으로 깔려 있어 깨끗하고 편안

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웰빙 공간입니다. 여름

이면 연인들의 데이트 공간은 물론 가족 단위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론볼장 ＼ 인조잔디구장으로 휠체어를 타고 흰

색 표적구를 향해 집중하는 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론볼은 격렬하지 않으면

서도 집중력을 갖고 신체 전반을 움직이는 스

포츠이기에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을 주는 운

동입니다. 

망원

 공원 밖에서 즐기기

망원정 ＼ 양화나루 서쪽 언덕에 위치했던 효령

대군의 별장으로 세종 6년(1424)에 건립되었습

니다. 처음에는 희우정(喜憂亭)이라 하였으며 

1925년 대홍수 때에 유실된 것을 복원하여 오

늘날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절두산순교 기념관 ＼ 봉우리 모양이 누에가 

머리를 든 것 같다고 해서 잠두봉이라 불리던 

곳으로 김대건, 남종상 성직자의 동상·순교자

상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공부도 하

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1km 가량의 산책로가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나 있습니다. 

교 통 편

지하철 ＼ 2·6호선 합정역(1,500m) 

1번 출구에서 16번 버스 이용  ●  6호

선 망원역(2,000m) 1번 출구에서 9번 

버스 이용하여 망원 유수지 앞에서 

하차

승용차 ＼ 강변북로 한남대교방향 

성산대교를 지나 700m 지점의 진입

로 이용  ●  강변북로 일산방향 양화

대교를 지나 우측 망원동 진입 후 망

원유수지 방향

버스 ＼ 망원유수지(300m) 마포09, 

마포16

문 의  

망원안내센터 ＼ 02-3780-0601

 

야외수영장이 조성된 탁 트인 공간

촬 영  포인 트

202m까지 솟구치는 월드컵분수는 

뛰어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분수의 

물보라에 의해 무지개가 뜨는 낮의 

경관과 색색의 조명이 켜지는 밤의 

경관 모두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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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축구장1, 어린이 야구장1, 배구장4, 농구장5   

 테니스장5, 체력단련장11, 배드민턴장1, 론볼장1 

 게이트볼장1, 어린이야구장1 
망원안내센터 3780-0601

편의시설 화장실14, 음수대9, 그늘막46, 자전거보관소7, 매점2

자전거도로  3.2km 

유람선선착장(잠두봉) 편도 및 회항편 운항 (주)C&한강랜드 322-5323

수상콜택시승강장  승강장 (주)즐거운서울 1588-3960

수상업체 보트, 모터보트, 수상스키 이용 망원보트 337-6663

수영장 수용인원 3,500명(7월~8월 개장) 322-6302

수상순련장  한국수상스카우트 회원 지도 및 강습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752-1804

주차시설 677대 주차가능, 1일 1회 3,000원 / 월정기권 50,000원  (주)야마노코리아 761-6729

양화대교
성산대교

합정역

합정동사무소

빗물펌프장

망원유수지

수영장

주차장

수상콜택시승강장

관공선선착장

한강경찰대

잔디밭

꽃밭
잔디밭

잔디밭

자전거대여소

잔디밭

주차요금소

주차장

만남의광장

테니스장

배구장

배구장

농구장농구장

꽃밭

망원안내센터 강변북로

론볼장

주차요금소

초화단지

어린이야구장

수상훈련장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유람선선착장
(잠두봉)

자연학습장

축구장

망원동

합정동

→

망원나들목

합정나들목

성산나들목



이촌한강공원은 중랑천교와 원효대교 사이 강변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호

안가를 따라 갈대, 억새, 코스모스가 철따라 피어나서 산책과 조깅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도하체험장은 직장과 학교 등 단체생활의 팀워크 훈련장으로 이

용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한강도하체험장 ＼ 한강도하체험장은 청소년

들의 공동체 훈련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우는 

공간입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이촌 청소년 수상 

훈련장을 출발해 반포 체력단련장 호안까지 왕

복 2시간(829m) 동안 8명이 한마음으로 노를 

저으면서 한강의 험한 물살을 헤쳐 나가는 래프

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 인라인전용 스

케이트장은 고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400m 로드트랙과 200m 뱅크트랙의 우레탄 

바닥이 있어 한강의 어느 공원보다 질주의 쾌

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X게임장은 인라

인스케이트 묘기와 스케이트보드 묘기 등을 펼

칠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이촌

 공원 밖에서 즐기기

국립중앙박물관 ＼ 5천년 민족사를 한 공간에 

모아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립중앙박

물관은 1,322,264m²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웅

장한 규모의 다채로운 문화공간입니다. 특히 통

일에 대비하여 5천년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심층조

사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효사정 ＼ 조선 세종 때 한성부윤과 우의정을 

지낸 노한(1376~1443)의 별장이었습니다. 노한

은 이곳에서 모친의 묘살이를 극진히 하였으며, 

정자를 짓고 때때로 올라 풍광을 바라보며 어머

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효사정’이라 지었

다고 합니다. 

교 통 편

지하철 ＼ 1·4호선 이촌역(500m)  

4번 출구  ●  1호선 서빙고역(100m)  

●  노들섬 1호선 용산역·신용산역

(1,000m) 한강대교 쪽

승용차 ＼ 강변북로 워커힐 방향 한

강철교를 지나 20m 지점의 진입로 

이용, 한강대교를 지나 1,500m지점

의 진입로 이용  ●  강변북로 난지도 

방향 동작대교 전방 200m 지점 이

촌나들목(신동아 쇼핑 앞 지하보차

도) 이용

버스 ＼ 한강맨션 앞(250m) 15, 149, 

6211  ●  이촌역 앞 15, 149, 6211

문 의  

이촌안내센터 ＼ 02-3780-0551

국립중앙박물관 ＼ 02-2077-9000

청소년을 위한 체험 공간

촬 영  포인 트

이촌지구는 한강 석양이 가장 아름

다운 곳입니다. 특히 한강철교와 건

너편 도심의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질 때 장관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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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안 내 종류 시설내역 이용안내

운동시설 축구장2, 배구장2, 농구장2, 테니스장1, 게이트볼장2 

 우드볼장1, 배드민턴장2, 청소년광장1

편의시설 매점2, 화장실11, 음수대14, 그늘막23   이촌안내센터  3780-0551

 어린이놀이터2, 자연학습장1 

자전거도로 10.2km(보행자 겸용 10.2km) 

수상훈련장 인명구조선 3척, 고무보트 49척, 카약 25척, 카누 11척  한국청소년 북서울연맹 841-9294

한강도하체험장 래프팅(1인 2,000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90-1891

수상업체  수상스키, 모터보트 이용 세븐마린레저 793-0910

인라인스케이트전용구장 로드트랙(400m), 뱅크트랙(200m)  790-6385

수상콜택시승강장  승강장 (주)즐거운서울 1588-3960

주차시설 566대 주차가능, 1일 1회 3,000원 / 월정기권 50,000원  (주)국제도로기기 3436-2901

농구장

이촌나들목 

서빙고나들목

동작철교
한강대교

한강철교

이촌역
1호선 

서빙고동

용산화물센터

족구장(2)

보도육교

중앙대부속병원

한국맨션앞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신동아쇼핑센터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우드볼장

자연학습장

전용롤러스케이트장

한강맨션아파트

왕궁맨션아파트

동부아파트

배구장

전망쉼터

관공선선착장

수상택시승강장
(한강도하체험장)

세븐마린레저

현대아파트

보도육교

대림아파트

보도육교

한강축구장

수상훈련장
(한국청소년
북서울연맹)

노들섬

게이트볼장
청소년광장

게임장

차범근
축구교실

거북
축구장

이촌안내센터

이촌동



한강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강변유원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수상에서는 시원

한 강바람을 맞으며 낭만과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즐기기

수목원 ＼ 울창한 나무 사이로 오솔길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210종 3만 7천여 본의 수목, 초

화류, 숙근초 농작물, 허브 등이 심어져 있어 청

량감을 느끼게 합니다. 

벽천마당 ＼ 3600m2 규모로 시원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벽천분수, 초보자는 물론 전문 클라

이머까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로 설계

된 인공암벽, 어린이놀이터, X-게임장, 잔디광

장 등을 갖추고 있어  레포츠는 물론 휴식 공간

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뚝 섬

교 통 편

지하철  ＼ 7호선 뚝섬유원지역

(20m) 2, 3번 출구  ●  2호선 건대역

(1,000m) 3번 출구 

승용차 ＼ 강변북로 구리시 방향  

영동대교를 지나 바로 우측의 공원

진입로 이용  ●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를 지나 화양리 방향 표시

가 있는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우회하여 800m 지점 사거리에서 다

시 우회전하여 진입

버스 ＼ 노유나들목 앞(20m) 2014  

●  자양육갑문 앞(20m) 2221, 2222, 

2223, 2415

문 의  

뚝섬안내센터 ＼ 02-3780-0521

뚝섬수영장 ＼ 02-452-5955

뚝섬주차장 ＼ 02-452-2122

뚝섬유람선 ＼ 02-468-7101~7

수상택시 ＼ 1588-3960

벽천분수와 야경이 어울리는 곳

촬 영  포인 트

인공암벽에는 주말마다 스포츠를 즐

기는 사람들로 붐벼 다이내믹한 사

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공암벽 좌

측에 있는 벽천분수도 인기 장소입

니다.

 달라지는 공원 미리보기

전망문화 콤플렉스 ＼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들

이 편리하게 전망문화 콤플렉스를 이용하여 한

강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뚝섬공원

을 상징하는 차별화된 자벌레형태의 상징물을  

랜드마크화 하여 원행램프 하단에는 길이 240m, 

면적 1,931㎡의 전망문화 콤플렉스를 설치해  

전망공간 및 갤러리, 북카페로 재탄생합니다.

사계절수영장 ＼ 봄과 가을에는 카페테리아,  

여름에는 수영장 및 유수풀, 겨울에는 얼음썰매

장으로 사계절 열린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수변무대 ＼ 약 32,530㎡ 규모로 수변쪽으로 

완경사를 주어 한강물 조망이 가능합니다. 대규

모 문화행사장, 야외공연, 야외영화상영 등 다

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 직경 26m, 높이

15m의 음악분수도 음악과 함께 연출합니다.

자연학습장

자연학습장 ＼ 뚝섬 자연학습장은 한강변에 서

식하는 다양한 수종의 식물을 식재하고 있으

며, 관람객을 위해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색다

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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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문화 콤플렉스

사계절수영장 수변무대

벽천나들목

자양나들목 

뚝섬나들목

노유나들목 

청담대교

영동대교

뚝섬유원지역
7호선 

자양동

노유동

극동아파트

자양현대아파트

한강우성아파트

노유2동종점
삼성아파트

자양빗물펌프장

현대아파트

테니스장

윈드서핑장

농구장

축구장

축구장
족구장

자연학습장

게이트볼

수상업체
(아리랑하우스)

(주)마리나아리스

장애인농구장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벽천마당

벽천분수

음악분수광장

X-게임장

수변무대

뚝섬안내센터

수영장

만남의광장

나눔의장터

119구순환구조대

한강경찰대

유람선선착장
(뚝도나루)

방생
법당

서울시
수상스키
협회

관공선선착장
수상택시승강장

인공암벽



한강공원 이용 안내

체 육시 설 물

 예약 방법 

●   모든 시설물은 인터넷 예약(모바일포함)이 원

칙입니다.

●   천막, 앰프,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시에는 한

강공원안내센터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행사를 할 경우에

는 예약 후 장소사용신청 승인을 받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500명 이하 → 해당 안내센터, 

500명 이상 →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   예약확인증을 출력하여 순찰 근무자에게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확인증은 ‘예약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내

용보기’를 클릭해 내용 확인을 한 후, ‘확인증’ 

버튼을 클릭해 출력하시면 됩니다.  

 예약 가능 시기 

●   1일 이용 _ 축구장 : 사용일(신청일 미포함)  

기준 30일 전 10:00∼이용 당일까지  

축구장외 체육시설 : 사용일 기준 30일 전 

14:00∼ 이용 당일까지

●   월정기사용제 _ 조조시간(06:00~09:00) 중 

2시간 범위 내에 매일 사용 

  예약 변경  ＼ 예약 내용의 변경은 불가능하

며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일기불순

(눈, 비 등)과 우리본부 귀책사유(운동장 보수

공사 등)로 인해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만 사용

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사용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해 드리며,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단, 평일 예

약 → 평일 예약 / 주말, 공휴일 예약 → 주말, 

공휴일 예약). 변경 요청은 운영과 관리자 이

메일(yeyak@seoul.go.kr)로 ‘예약자 성명, 예

약번호(반드시 기재), 기존 사용일, 공원이름, 

시설물명, 사용시간’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날

짜, 공원이름, 시설물명, 사용시간’을 적어 보

내주시면 예약현황 확인 후 변경 조치해 드리

겠습니다. 

  예약 취소 ＼ 신청일 기준 신청날짜를 포함해 

15일까지만 취소가능 합니다(이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예약자 성명과 예약번호를 기

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구장 

●   시설안내 _ 잠원 테니스 1, 2구장 /  뚝섬 장애

인농구 1, 2구장

●   유의사항 _ 일반인은 장애인이 사용을 원하

면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단, 양보함으

로써 시설 사용을 못한 건은 예약 변경해 드립 

니다. 

장 소 (잔 디밭)  이 용  안 내  

  이용 방법 ＼ 장소 이용은 답사 후 본부 또는 

안내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잔디밭 예약의 경우 

‘장소이용자가 500명 미만’인 경우 관할 현장 

안내센터에 신고(500명 이상인 경우 → 본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잔디 초기 생육시기인 3~5월은 이용을 제한

하며, 6~10월에 같은 장소 월 2회 이내로 제

한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_ 홈페이지에서 신

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팩스 신청 _ 장소사용신청서 및 세부행사계획

서 작성 후 공원별 안내센터에 신청하세요. 

●   장소 이용 예약은 사용일자 기준으로 행사 전 

100~15일 이내로 신청하세요. 

●   마라톤대회는 별도 문의(02-3780-0889)하

시기 바랍니다.  

 잔디밭(장소) 사용 규정

●  100명 이상 2시간 기준 1m² 30원입니다. 

●   행사 참여 예상 인원수로 하되 이용 면적은 1인

당 2m²로 하십시오. 

●   사용 면적이 1,000m² 미만일 경우 기본 사용 

면적은 1,000m² 적용됩니다. 

●   시설물 훼손 시 복구 예치금을 지불하셔야 합

니다. 

●   3,000명 이상 행사 시 간이화장실 추가 설치

가 필요합니다.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의 경우, 행사 종

료 후 수목 등의 시설물이 훼손됐을 시 사후에 

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청소이행예치금은 행사 후 청소이행 여부를 확

인한 뒤 청소가 되었을 경우 각 공원별 안내센터

에서 반환해 드립니다.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장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회복과 창조’를 기조로 

한강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연성 회복, 동서남북의 소통, 역사성 회복 

도시공간 재편, 이용성 증진, 고품격 시민문화 창조를 위해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야심작입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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