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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내 쉼 없이 문화로 즐기는 한강 피크닉!

올해로 7년 차를 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축제 '2019 한강몽땅'이 80여 개의

소풍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난해 111년 만의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졌던 한강의 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한강을 찾아주셨던 1천만 서울 시민들을 위해 '한강몽땅'은 올해도 행복한

여름 피서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나무그늘', '한낮의 강바람', '노을빛 물결', '별빛 하늘', '달빛 야경', 한여름

강변의 축제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선물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향기로운 음악',

'감동적인 영화', '신나는 물놀이' 등 한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한강몽땅은 한강이 선사하는 모든 행복을

시민들에게 몽땅 선물하는 축제입니다.

'수상놀이터', '종이배경주대회', '한강도강수영대회', '문화유람선', '카누'와,

'요트' 그리고 '워터 피크닉' 등까지 한껏 풍성해진 수상, 물놀이, 레포츠

프로그램으로 시원한 한강에서 잊을 수 없는 체험들과 만납니다.

다리 밑, 물놀이장, 잔디밭과 숲속에 만들어지는 한여름 밤의 영화관, 공연장이

된 유람선과 서커스 무대가 된 강변, 소극장으로 변한 잔디밭, 2주간 한강을

가득 채울 팝과 재즈, 국악과 클래식의 향연. 한여름 주말 내내 한강몽땅은

감동의 스테이지로 시민들을 안내합니다.

밤새도록 한강을 걸으며 만나는 숨 막히는 한강의 야경, 노을과 강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요가와 명상, 한강에서만 만날 수 있는 100여 대의 푸드트럭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메뉴, 지구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민하게 하는 친환경

프로그램들까지 한강몽땅은 시민들과 함께 한강의 자연을 만납니다.

이번 여름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한강으로 소풍 나오세요~

시민 모두에게 잊지 못할 인생 소풍을 만들어 드립니다.

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한강의 별빛, 달빛 아래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강몽땅'에서 감동적인 한 여름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강몽땅’이 있어
즐거운 ‘한강의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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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cordially invited to join our picnic!  As a participant it means you 

can take part in an entire month of exciting cultural events both on the 

Hangang River and along its banks.

2019 marks the seventh year of the Hangang Summer Festival and we 

have planned a wide selection of over 80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allow you to be a part of this grand picnic while enjoying the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of Seoul’s landmark Hangang River.

Last year, despite the hottest summer in 111 years, 10 million Seoulites 

of all nationalities came to relax on the banks of the Hangang River. This 

year, too, you can be sure to find a no-stress, close and convenient 

summer vacation destination.

Trees will provide shady spots for relaxation while cool breezes off the 

river keep the heat at bay.  The great atmospherics also include watching 

the flow of the river as the sun sets and the starlit sky and moonlit 

nightscapes are all opportunities to fully enjoy the beauty of nature at this 

summertime festival.

We’re also offering a cultural picnic where music, movies and even 

water-inspired activities will keep things exciting. In short, the Hangang 

Summer Festival is a great opportunity to enjoy all that is offered by the 

Hangang River.

Unforgettable memories will be made as you experience water activities, 

games, and leisure sports such as canoeing, yachting, water picnics, 

and events like the Hangang Water Playground, Cardboard Boat Race, 

Hangang Swimming Tournament, and Ara Culture Sightseeing Boat.

Enjoy a movie on a warm summer night at outdoor cinemas found under 

a bridge, by a pool, on a lawn or in the woods. Come aboard a sightseeing

boat transformed into a floating theater, visit a riverbank turned into a 

circus arena or a small theater on the grass. Enjoy a feast of pop, jazz, 

folk, and classical music that will fill the Hangang River for two weeks. 

Throughout weekends during the summer, the Hangang Summer Festival 

offers every Seoulite the chance to find something that suits their taste.

Go for an all night walk along the banks of the Hangang River and marvel 

at the beauty of the evening scenery. Enjoy the peace and mindfulness 

of the river wind and setting sun. Treat yourself to the best dishes made 

at over 100 food trucks.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the future of the 

Earth and sustainability with our nature-themed events.

Take your family, friends or a loved one out for a picnic on the banks of the 

Hangang River! Our hope is that you create joyful summer memories with 

your family, friends or that special someone while feeling the cool river 

breeze underneath the comforting light of the stars and the moon. The 

Hangang Summer Festival awa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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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별 안내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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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별 찾아보기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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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별 찾아보기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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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강몽땅 대표 프로그램  Must Go 15

한강수상놀이터
Hangang Water Playground

한강몽땅 종이배경주대회
Hangang Cardboard Boat Race

수상놀이터에서 복잡한 물놀이 이제 한 번에

즐기자!

7.26(금)~8.18(일) 주말·공휴일 10:00~19:00 

평일 13:00~19:00(※매주 월, 7.30(화) 휴장)

뚝섬 한강공원 수상훈련장(장미원 앞 수역)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한 곳에 모은 수상레저기구 
체험 프로그램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접수, 사전예약(https://cafe. 

                   naver.com/hangangfiesta)

· 참가비: 5,000~20,000원(기구별 상이)

대한민국이 함께 달립니다!

8.15(목) 07:00~13:00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

안전속도와 규정을 준수하며 한강을 달리는 3ㆍ1운동
100주년, 광복절 기념 비경쟁 라이딩 자전거대회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모바일 앱 ‘오픈라이더’)

· 참가비: 1인당 2만원

상상이 현실이 된다!

8.2(금)~8.4(일) 09:00~17:00

잠실 한강공원 잠실 나들목 앞 둔치

골판지로 종이배를 만들어 한강 위의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주 대회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접수(G마켓),

                  현장접수(사전접수 매진 시 불가)

· 참가비: 50,000원(배 1대 제작 기준)

한강자전거한바퀴
Hangang Bike Tour

잠수교 문화난장 ‘체전아, 몽땅 같이 놀자!’
Jamsu Bridge Cultural Market 'Let’s play!'

한강달빛서커스
Hangang Moonlight Circus

한강워터피크닉-물싸움축제
Hangang Water Picnic-Water Fight Festival

판타스틱 해띠! 전국체전 붐 샤카라카!!

8.15(목) 14:00~20:00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 일대

에어바운스 챌린지 런, 제100회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 응원의 벽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

· 주관: 서울시 전국체전기획과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달빛 아래 즐기는 여름 밤 서커스 파티!

8.15(목)~17(토) 18:00~22:00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앞 수변무대 일대

전통서커스에서 현대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서커스
공연이 한자리에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으로 떠나는 힐링 워터 피크닉!

8.3(토)~4(일) 11:00~18:00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

물총싸움, 서바이벌 등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버리는
물놀이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접수, 사전예약

· 참가비: 일반 입장권 6,600원, 

               패키지 입장권 12,000원

한강별빛소극장
Hangang Starlight Theater

꿈꾸는 당신을 위한 꿈같은 여름밤

8.2(금)~3(토) 17:00~22:00,

8.9(금)~10(토) 17:00~21:00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가족 콘텐츠 축제(인형극, 그림자극 등)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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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LIFEPLUS CINEMA WEEK 2019

한강다리밑영화제
Hangang Film Festival under the Bridge

한강나이트워크42K
Hangang Night Walk 42K

한여름 한강에서 영화같은 순간을 만나다

8.9(금)~17(토) 평일 17:00~22:00, 

주말·공휴일 15: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

매일 밤 영화 상영 및 Wellness 체험 프로그램
(※ 8.17 불꽃쇼 진행 예정)

· 주관: 라이프플러스

· 참여방법: 사전예약,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여름 한강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장 시원하고 이색적인 영화관!

7.20(토)~8.17(토) 매주 토, 20:00~

광나루 천호대교 하부, 뚝섬 청담대교 하부,

여의도 원효대교 하부, 망원 서울함공원

주차별 5개 주제 영화 20개 작품 상영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에서 당신의 열정을 걸어라!

7.27(토) 17:00~익일 08:00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집결지)

한강변을 따라 걷는 야간 한강 걷기 대회
(42K, 25K, 15K)

· 주관: 블렌트

· 참여방법: 사전예약(www.nightwalk42k.co.kr)

· 참가비: 42K 44,000원, 25K 38,500원, 

               15K 33,000원

한강썸머뮤직피크닉
Hangang Summer Music Picnic

여름밤, 은은하게 빛나는 우리의 피크닉!

8.2(금)~3(토), 8.9(금)~10(토) 18:30~22:00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들판 특설무대, 물빛무대

한 여름 밤 뮤직피크닉을 컨셉으로 하는 힐링형
음악 축제 
- 8.2~3: 팝, 국악
- 8.9~10: 레게, 클래식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2019 한강빌리지
2019 Hangang Village

서울밤도깨비야시장
Seoul Bamdokkaebi Night Market

한강데이트
Hangang Date

다리밑헌책방축제
Secondhand Bookshop Festival under the Bridge

1919 마포나루 장터, 한강빌리지로 새롭게 

돌아왔소!

7.19(금)~21(일) 17: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

한강수계 자치구 및 지자체들이 모이는 문화한마당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여름 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한강에서 펼쳐진다

8.9(금)~10(토), 8.16(금)~17(토)

금 18:00~23:00, 토 17:00~23:00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일대,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 일대

핸드메이드 살거리, 푸드트럭 먹거리,
문화 프로그램 등

· 주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우리가 알던 한강이 다가 아니야~ 숨은 한강 이용법!

7.27(토), 8.3(토), 8.10(토) 17:00~22:00

7.27(토) 반포 한강공원 서래섬

8.3(토) 양화 한강공원 선유보행교 인근 잔디밭

8.10(토) 망원 한강공원 초록길

한강의 숨은 명소에서 진행되는 휴식과 힐링형
프로그램(쉼터조성 및 마사지, 요가, 명상 등)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체험),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마포대교 아래에서 만나는 도심 최대           

헌책방 축제

8.1(목)~18(일) 12: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부

다리밑 헌책방 장터(12만권), 일일 책방,
책 관련 문화공연 등

· 주관: 전국책방협동조합

· 참여방법: 사전예약(https://www.facebook.

                   com/2019UBBF/),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16 17

시
원
한
강

시
원
한
강

한강줄배타기
Rope Boat at Hangang

한강킹카누원정대
Hangang King Canoe Expedition

옛 한강의 줄배타기 체험

7.19(금)~8.18(일) 주중 12:00~19:00, 

주말 10:00~19:00

양화 한강공원 선유보행로 상류

옛 도강 수단인 줄배를 타고 한강의 옛 정취 체험,
경치 감상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접수

· 참가비: 무료

한강 킹카누 원정대와 함께 감동과 힐링을

7.19(금) ~ 8.18(일) 주간1회, 야간3회 10:00, 

18:00, 19:30, 21:00

반포 한강공원 서래나루

킹스맨과 함께 한강 반포대교와 잠수교를 넘나들며 
세빛섬과 한강의 야경을 둘러보는 특별한 한강
물길 여행

· 주관: 사단법인 물길로

· 참여방법: 사전예약

                  (1544-5252, 모두투어 모바일)

· 참가비: 대인 19,000원, 소인 15,000원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페스티벌
Rainbow Bridge Yacht Festival

多양한 사람들과 즐기는 무지개요트

좋지 아니한강!

7.19(금)~8.18(일) 18:30~22:30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내 골든블루마리나

무지개분수쇼, 세빛섬 야경과 함께하는 한강 요트 투어

· 주관: (주)골든블루마리나

· 참여방법: 현장접수, 사전예약(http://www.

                   gbboat.com, 02-599-0900)

· 참가비: 주중 15,000원/1인, 주말 18,000원/1인

드래곤보트와 함께하는 한강 액티비티
Hangang Activities on a Dragonboat

수상안전교실
Water Safety Class at Hangang

드래곤보트타고 한강투어 해요! everybody 

paddles up!

7.27(토)~28(일) 13:00~15:00

이촌 한강공원 거북선 나루터 일대

에르고미터(드래곤보트 머신)을 활용한 트레이닝 후 
팀을 맞추어 드래곤보트 체험

· 주관: 서울드래곤보트연합

· 참여방법: 현장접수, 사전예약(서울시공공

                   서비스예약)

· 참가비: 무료

카누선수들과 함께 한강을 횡단하는 신나는 

레저카누체험!

8.9(금) 10:00~16:00

여의도 한강공원 마리나 요트장, 선유도공원

레저카누를 직접 조종하며 여의도에서 밤섬까지 왕복 8km 
거리를 횡단하는 프로그램

· 주관: 강동구, 강동구체육회

· 참여방법: 사전예약(http://www.gangdong.go.kr/

                    web/ko_1/reserve/uiList.do)

· 참가비: 1만원(1인당)

일상생활 생존 필수상식을 즐거운 놀이로

배운다!

8.7(수)~11(일) 09:00~17:00

양화 한강공원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수상구조장비 사용법, 선박탈출, 생존수영, 심폐
소생술 실습으로 수상안전사고 예방. 다양한 수상
스포츠 체험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유료(10,000원/1인)

2019 강동패밀리 한강그린투어
2019 Gangdong Family Green Tour at Hangang River

시원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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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여름수영장
Hangang Summer Swimming Pool

한강통통! 로그롤링 파크
Hangang Rolling! Log-rolling Park

한강우중산책
Walking in the Rain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한강 피서지

6.28(금)~8.25(일) 09:00~19:00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여의도, 양화, 난지

야외 수영장 운영, 수영장별 이벤트 진행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접수

· 참가비: 3,000원~5,000원(수영장), 
               1,000원~3,000원(물놀이장)

Roll with us! 우리의 롤(Roll)에 당신을 초대

합니다.

8.3(토)~4(일) 11:00~18:00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

균형감각과 집중력을 이용해 물위에서 굴러가는
통나무 위를 달리는 로그롤링 체험

· 주관: ㈜에스마일즈       · 참여방법: 현장접수

· 참가비: 체험행사(무료), 토너먼트(2,000원,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비오는 숲길에서 생소한 나를 마주하는 용기. 

함께 걸으실래요?

8.3(토)~8.17(토) 중 비 오는 주말 하루 15:00~20:00

(※비가 오지 않을 경우 8.17(토), 게릴라성 공지 예정)

여의도 한강공원 피아노물길~너른들판

걱정을 해소하는 ‘우중숲길산책’, 내 마음을 리프레쉬
하게 만드는 ‘리듬인블루’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참여, 사전예약

· 참가비: 무료

한강에이블러닝페스티벌
Hangang Able Running Festival

2019 샤워런 서울
2019 Shower Run Seoul

한강크로스스위밍챌린지
Hangang Cross   Swimming Challenge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

7.20(토) 10:00~13:00

뚝섬 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일대

핸디마라톤대회 (시각부, 스텐딩, 전동휠체어, 수동
휠체어 등 대회 종목으로 1~2km 진행)

· 주관: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서울특별시지부

· 참여방법: 사전접수(1599-1833)

· 참가비: 무료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한강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라!

7.21(일) 06:00~11:30

난지 한강공원 잔디광장 및 주변도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수영, 사이클, 달리기)에서 
수영과 달리기만 가지고 치르는 대회

· 주관: 서울특별시철인3종협회

· 참여방법: 사전예약(www.triathlon.or.kr)

· 참가비: 성인부 6만원, 고등·중등·초등부 3만원

가장 핫한 날, 가장 쿨한 러닝페스티벌

8.17(토) 14:00~21:00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

7Km 러닝, 워터캐논 어트랙션, EDM 공연

· 주관: 엑스크루

· 참여방법: 사전예약

· 참가비: 얼리버드 39,500원~일반 65,000원

한강은 자동차로만 건너는 게 아냐.

우리는 수영으로 건넌다

8.18(일) 08:00~16:00

잠실 한강공원 수중보(잠실대교 남단)

한강 건너기 수영 대회, A~J 그룹별 지정거리 완주하기

· 주관: 송파구수영연맹

· 참여방법: 사전접수(모바일 http://sw.sports

                   diary.co.kr/list.asp)

· 참가비: 4만원

제17회 서울특별시 철인3종협회장배 아쿠아슬론대회
17th Aquathlon Competition for the Cup of the

 Seoul Association’s Chairman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Mini Sports Festival” with Haetti and Haeon

제100회 전국체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마스코트인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7.19(금)~8.18(일) 14:00~20:00

여의도 한강공원 아라호 선착장 앞

에어바운스 챌린지 런, 제100회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 전국체전 아카이빙, 전국체전 오토마타 전시,
문화 공연 등

· 주관: 서울시 전국체전기획과

· 참여방법: 현장참여(단체의 경우 사전예약 필수)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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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야 술비야~진도닻배 한강놀이
Jindo Datbaenori(Traditional boating)

쉐도우 아트와 함께하는 무비 콘서트
Shadow Art and Movie Concert

한여름 밤의 큰 풍선 그림자 극장
Midsummer Night's Big Balloon Shadow Theater

외로운 인형 제작자의 외출
Lonely Doll Maker Going Out

한강에서 만나는 구성진 뱃노래와 남도민요 

한마당

7.19(금) 18:00, 7.20(토) 15:00, 18:00

여의도 한강공원(아라호 선착장↔마포대교 하부)

신명나는 뱃놀이, 진도닻배 공연

· 주관: 남도문화동행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에서 만나는 외로운 인형 제작자의

움직이는 작업실

8.2(금)~3(토) 20:30~21:00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지게차를 이용해 무대를 이동시키는 거리극

· 주관: 친구네 옥상 ART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에서 만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림자의 향연
8.2(금)~3(토) 21:00~21:30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그림자 공연 및 일회용품 저감 퍼포먼스

· 주관: 아트&컬쳐 연구소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나만을 위한 공연! 아주 작은 극장에서

즐거움과 추억을!

8.2(금)~3(토) 17:00~22:00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로프트 그림자 극장, 1인 예술가의 퍼포먼스 공연,
1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작은 극장

· 주관: 독립공연예술가네트워크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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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한강

2019 탈을 벗은 탈놀이
2019 Mask Play Without Masks

한강퍼펫파크
Hangang Puppet Park

한강소셜댄스페스타
Hangang Social Dance Festa

커뮤니티댄스 빨간우산
Community Dance “Red Umbrella”

한강에서 만나는 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을 만나보세~

8.3(토) 체험 17:00~20:00, 공연 18:00~19:30

여의도 한강공원 전국체전빌리지

강령탈춤과 한국무용, 연극, 경기민요 등 여러 장르가 
종합된 전통연희음악극

· 주관: (사)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보존회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우산 아래서 사랑의 춤을, 한강에서 열정의함성을

8.9(금)~10(토) 19:30~20:00

여의도 한강공원 이랜드크루즈 선착장 앞

전문 무용수들과 한강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댄스

· 주관: 더무브 (The Move)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에서 만나는 인형들의 놀이터!
8.9(금)~10(토) 17:00~21:00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인형극 공연, 전시, 퍼레이드, 퍼펫 놀이터 등

· 주관: (사)한국인형극협회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셜댄스의 세계

8.10(토) 19: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아라호선착장 데크

탱고, 살사, 스윙 등 대표 커플 댄스 동호회 합동
공연 및 워크숍

· 주관: (사)한국라틴문화교류원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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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토리패션쇼
Seoul Story Fashion Show

추억의 동춘 서커스
Dongchun Circus from the Good Old Days

불의 정원
-

낙화(落花)
Falling Blossoms

패션에 이야기를 담다

8.10(토) 13:00~21:00(※본공연 19:20~20:40)

반포 한강공원 예빛무대

‘The 100’ 테마의 패션쇼 및 환경캠페인 등
부대행사 진행

· 주관: 로운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 밤하늘을 수놓는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는

도심 속 문화 선물!

8.15(목)~16(금) 21:00~21:30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앞 수변무대

에어리얼 아트 서커스+파이어 아트+음악+무용 접목의
공연 관람

· 주관: 프로젝트 루미너리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에서 즐기는 가장 서커스다운 서커스
8.15(목)~17(토) 20:00~21:00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앞 수변무대

단체 체조, 공중실크, 실팽이 묘기 등 전통  서커스 공연

· 주관: (사)한국곡예협회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불의정원>을 통해 생명의 공간 ‘한강’을

표현하다!

8.15(목)~17(토) 19:30~22:00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앞 달빛광장

재활용, 새활용 자재들을 활용하고 불을 접목한
오브제 전시·퍼포먼스

· 주관: 문화예술단체 홍두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추억의 동춘서커스
Dongchun Circus from the Good Old Days

불의 정원
Garden of Fire

한강열대야페스티벌
Hangang Tropical Night Festival

자연의 소리 풀피리 콘서트<한강, 노래하다>
Sounds of Nature:Reed pipe Concert <Singing Hangang>

한강재즈페스타
Hangang Jazz Festa

7080 통기타 페스티벌
7080 Acoustic Guitar Festival

잠 못 드는 열대야를 이겨내는 최고의 바캉스!

7.19(금)~27(토) 매주 금~토 20: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공연(퓨전국악, 뮤지컬 배우 
특집 등)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참여(일부 온라인 참여 https://

                   www.instagram.com/floating_stage/)

· 참가비: 무료

한강에서 만나는 통기타 페스티벌

7.21(일), 8.2(금), 8.9(금), 8.18(일) 19:00~21:00

광나루 한강공원 천호대교 하부

통기타와 정겨운 노래를 함께 즐기는 공연

· 주관: 7080 아름다운 동행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풀피리 체험과 풀피리 콘서트가 어우러진 열린 
문화행사
7.26(금) 체험 18:00~19:00, 공연 19:00~20:00

8.3(토) 체험 18:00~19:00, 공연 19:00~19:40

7.26(금) 여의도 한강공원 전국체전빌리지,

8.3(토)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풀피리 시민 체험과 풀피리 콘서트

· 주관: 한국풀피리협회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재즈로 물드는 여름밤 시민 음악 축제!

8.2(금)~3(토) 19:30~22:00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예빛무대

국내 최고수준의 재즈뮤지션들이 대중적인 레파토리로 
한데 어우러지는 페스티벌

· 주관: 비엠컴퍼니(BMC)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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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2019 Culture Day Young Mic

오케스트라와 춤을
Dances with Orchestra

서울인기페스티벌
Seoul Sold-out Festival

노닐다 프로젝트<예인, 한강에서 노닐다>
Strolling Project<Artists, Let’s Stroll by the Hangang River>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버스킹!

8.4(일) 14:00~20:00

뚝섬 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 주관: 지역문화진흥원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예인들과 떠나는 한강풍류

8.9(금)~10(토) 19:00~21:00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 옆 피크닉장

예인과 함께하는 풍류가 있는 한강 야유회

· 주관: 정가악회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오케스트라와 함께 신명 난 춤판
8.10(토) 20: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들판 특설무대

국내 정상급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플래시몹 형태의 군무 연출

· 주관: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사람의 기운에 집중하는 커뮤니티형 

복합문화축제

8.10(토) 14:00~익일 4:00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

음악, 전시, 마켓, 워크숍

· 주관: 서울인기

· 참여방법: 사전예약

· 참가비: 일반예매 45,000원, 현장구매 55,000원

한강브리즈웨이 : At the river
BREEZEWAY : At the River

2019 한강포럼
2019 Hangang Forum

자연 지킴이 한강 수달
Otters-The Guardians of Nature on the Hangang River

오직 문화와 음악 그리고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진 순수 문화 축제

8.15(목) 13:00~21:00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

해외 뮤지션과 국내 인디 뮤지션의 콜라보 무대

· 주관: 비엔엘 인터내셔널

· 참여방법: 사전예약(https://ticket.melon.

                   com), 현장접수

· 참가비: 55,000원~77,000원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한 노력
7.19(금) 13:00~17:30

여의도 한강공원 63컨벤션센터

라벤더&로즈마리홀(4F)

국내·외 주요 축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논의의 장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접수(http://naver.me/5fSOAEcF),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멸종위기 수달이 한강에 산다

7.19(금)~8.18(일) 상시(※조명: 19: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아라호선착장 데크

한강에 사는 수달이 한강몽땅의 마스코트가 되어 
한강을 찾은 시민을 반긴다

· 주관: 문틈새로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타이나이트
Thailand Night

태국 문화 체험하러 놀러 오세요!

8.17(토) 18: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태국 문화체험(끄라통 만들어 소원빌기, 태국의 대표 
음료 맛보기, 태국 음악 공연 등)

· 주관: 톡투미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일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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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크루즈타운
Mongttang Cruise Town

저 물 한가운데 떠어
Floating on Water

굿데이페스티벌
2019 Good Day Festival

시네마퐁당
Cinema Pongdang

“먹마타즐” 먹고, 마시고, 타고, 즐기는

몽땅크루즈타운

7.19(금)~8.18(일) 11:00~21:00

여의도 한강공원 이랜드크루즈선착장 일대

이랜드크루즈선착장 내 먹거리와 버스킹 무대 운영, 
선상 라이브 공연 등

· 주관: 이랜드크루즈

· 참여방법: 사전예약(www.elandcruise.com),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일부 유료)

한여름 밤의 낭만과 감동. 무더위를 몽땅

날려버릴 이색 불금 영화관!

7.19(금)~8.16(금) 매주 금 19:00~22:00

(상영시작 20:00)

난지 한강공원 물놀이장

한강 물놀이장에서 튜브타고 즐기는 이색영화관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 현장접수

· 참가비: 예매 9,900원, 현장구매 12,000원

산수화 영상으로 재현된 18C 아름다운 한강으로 
유람을 떠나자
7.20(토)~28(일) 14:00~20:00 ※7.22(휴무)

(도슨트 17:00, 19:00, 20:00 각 30분간 진행)

뚝섬 한강공원 서울생각마루 1층(공연·행사 공간)

산수화 영상으로 18C 한강을 재현하는 전시 프로젝트

· 주관: 프로젝트 527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2030 청춘들의 액운을 떨쳐내기 위한

좋은 날 기원 청춘 파티!

7.26(금) 18:00~21:00, 27(토) 16:00~21:00

여의도 한강공원 안내센터 앞 잔디밭

2030 청춘들의 좋은 날 기원 청춘 파티(공연, 예술
체험, 현장 이벤트 및 부대행사)

· 주관: 뫄뫄컬쳐스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낭만예술병원
Romantic Art Hospital

문화유람선 아라
Ara Culture Sightseeing Boat

나의 취향 진단받고 처방받아 예술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7.27(토) 15:00~22:30

잠실 한강공원 사각사각 플레이스

예술 취향을 처방받는 예술체험교실,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심야 공포영화 상영 등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온라인),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도심 속 오아시스 아라호에서 내 안의 갈증을 
채우는 문화드링크 한잔!
8.1(목)~15(목) 일정별 시간 상이

여의도 한강공원 아라호

공연과 함께 하는 문화유람선 투어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

· 참가비: 유료(프로그램별 가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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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Look around Bamseom on Board

서울자원레이스
Seoul Waste-Upcycle Race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
Hangang Green Summer School

철새 이야기와 함께 노을 진 한강 밤섬 감상

7.24(수)~8.2(금) 평일 19:00~20:00 

여의도 관공선(르네상스호)

밤섬 생태 환경 해설과 해질녘 노을 진 한강 감상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무료

한강의 재활용, 일회용품이 멋진 자동차가 되다!

7.27(토)~28(일) 12:00~18:00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하부

폐자원을 활용한 미니 자동차 제작 경주대회

· 주관: (사)이타서울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현장참여

· 참가비: 10,000원

11개 한강공원에서 총 60여 가지의

생태프로그램을!

7.19(금)~8.18(일) ※운영시간 프로그램별 상이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이촌 한강공원,  

잠원 한강공원, 잠실 한강공원, 뚝섬 한강공원, 난지

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밤섬생태체험관

60여 가지의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무료

함께한강

어린이강태공선발대회
Hangang Fishing Contest for Kids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Represh : Matter Transformed Through Art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A Midsummer Night’s Space Trip

한강 낚시왕, 강태공은 바로 나~

8.2(금) 14:00~17:00

망원 한강공원 낚시데크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낚시대회, 최다어·최대어상, 
행운상 시상 등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무료

플라스틱 대신 생명이 가득한 지구 만들기

체험 8.3(토) 16:00~

전시 8.3(토)~11(일)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판넬에 재활용이 어려운 빨대 붙여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어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 주관: 선잠52      · 참가비: 무료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현장참여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우리는 뚝섬에서

같이 별 볼래?

8.7(수)~11(일), 15(목)~18(일) 18:00~21:30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옆 잔디마당 및

서울생각마루, 시립서울천문대(8.18)

별자리 야외관측 및 망원경 교실 등 특강, 전시 프로그램 운영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가비: 무료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현장참여

어린이낚시체험교실
Fishing Class for Kids

한강에서 즐기는 낚시 체험 몽땅~

7.29(월)~8.1(목) 15:00~17:00

망원 한강공원 낚시데크

낚시 종류와 방법, 낚시 예절 강의, 낚시체험, 
낚시장비 전시, 포토존 사진찍기 등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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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 뗏목 한강 건너기
Cross the Hangang River with a Recycled Raft

밤섬체험-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Bamseom Ecological Experience Center

그린임팩트마켓
Green Impact Market

우리 손으로 하는 자원 재활용!

8.10(토)~11(일) 10:00~17:00

뚝섬 한강공원 음악분수 일대 및 수상

플라스틱병과 PT병을 뗏목으로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프로그램

· 주관: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서울연맹

· 참여방법: 사전접수(학교별 팀 구성 후 신청)

· 참가비: 무료

한강에서 플라스틱이 몽땅 사라지다!

8.15(목) 14:00~20:00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 일대(동쪽)

플라스틱 프리존, 그린마켓, 지구를 지키는 체험(분리
수거 교육, 업사이클링 체험 등)

· 주관: 리와인드, 소셜임팩트쿱 허그스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마포대교 위에 체험관이?! 밤섬을 알고 싶다면 
밤섬생태체험관으로!
7.30(화)~8.9(금) 14:00~16:30 ※월요일 휴장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위 밤섬생태체험관

멸종위기종 수달에 대해 배우고, 수달종이접기 체험,
밤섬생태체험관 내 AR, VR체험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

· 참가비: 무료

한강여름봉사학교
Hangang Volunteer Summer School

한강윈드피크닉
Hangang Wind Picnic

한강푸드트럭100
100 Food Trucks on the Hangang River

미스터캡틴
Mr. Captain

일상의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건강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습관 바꾸기

7.20(토) 16:00~20:00

뚝섬 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

기획봉사 및 단체별 체험 부스 운영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사전예약(1365자원봉사포털)

· 참가비: 무료

용사와 함께! 미지의 군함 속,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8.15(목), 8.17(토)~18(일) 13:00~18:30

망원 서울함공원

실제 전투함에서 펼쳐지는 <역사 이야기>와
<퀴즈 게임>으로 유익과 재미를 동시에

· 주관: 엘킹덤 문화기획사

· 참여방법: 사전예약(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 참가비: 1인 5,000원

한강에 쉬어가는 바람...
8.1(목)~8.17(토) 상시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들판

그늘로 이용 가능한 파사드 조형물 전시

· 주관: 한강사업본부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한강으로 떠나는 먹방 투어, 국내 최고의

푸드트럭들이 선보이는 맛의 향연

8.2(금)~3(토) 18:00~23:00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일대

한강썸머뮤직피크닉과 함께하는 100가지 먹거리
푸드트럭 운영

· 주관: 오니트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반포브릿지피크닉
Banpo Bridge Picnic

맛있는 먹거리와 놀거리가 한강에 몽땅! 

한강에서 만나는 예술시장! 

8.15(목) 14:00~23:00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 일대(동쪽)

잠수교문화난장과 함께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핸드
메이드 수공예품 체험

· 주관: 컬쳐웨이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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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께
한
강

함
께
한
강

부여군과 함께하는 한강열기구체험
Hangang Hot-air Balloon Experience with Bunyeo-gun

한강에서 열기구로 떠나는 스카이 투어

7.19(금)~21(일), 8.12(월)~14(수) 19: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들판

부여열기구축제와 함께하는 한강열기구체험

· 주관: 부여군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10,000원

로맨틱 가든
Romantic Garden

싱그러운 한강의 낭만을 가득 채워줄

로맨틱 가든~

8.1(목)~17(토) 18:00~22:00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들판

싱그러운 홉과 향긋한 꽃으로 조성된 정원에서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체험 이벤트

· 주관: PNP

· 참여방법: 현장참여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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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원별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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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 기상 상태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19(금)~8.18(일) 10:00~21:00
※프로그램별 상이

7.26(금)~8.18(일) ※매주 월, 7.30(화) 휴장
주말·공휴일 10:00~19:00

평일 13:00~19:00

8.1(목)~17(토) 상시

7.19(금)~8.18(일) 11:00~21:00

7.19(금)~8.18(일) 상시
(※조명: 19:00~22:00)

7.19(금)~8.18(일)
주간1회, 야간3회 10:00, 18:00, 19:30, 21:00

7.19(금)~8.18(일) 주중 12:00~19:00
주말 10:00~19:00

7.19(금)~8.18(일) 18:00~22:30

7.19(금)~8.18(일) 14:00~20:00

날짜별 프로그램 안내  Festival Calendar

6.28(금)~8.25(일) 09:00~19:00수 한강여름수영장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여의도, 양화, 난지

생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
광나루, 뚝섬, 잠실, 잠원,
이촌, 강서, 난지

놀 한강수상놀이터 뚝섬

윈 한강윈드피크닉 여의도

줄 한강줄배타기 양화

달 자연 지킴이 한강 수달 여의도

크 몽땅크루즈타운 여의도

킹 한강킹카누원정대 반포

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페스티벌 반포

체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여의도

7월 July

금

19

토

20

2019 한강포럼

어이야 술비야~진도닻배 한강놀이

2019 한강빌리지

부여군과 함께하는 한강열기구체험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시네마퐁당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난지

13:00~17:30

18:00

17:00~22:00

20:00~22:00

20:00~22:00

19:00~22:00

(상영시작 20:00)

수 한강여름수영장 생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 놀 한강수상놀이터 윈 한강윈드피크닉

줄 한강줄배타기 달 자연 지킴이 한강 수달 크 몽땅크루즈타운 킹 한강킹카누원정대

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페스티벌 체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한강여름봉사학교

한강에이블러닝페스티벌

한강다리밑영화제

저 물 한가운데 떠어

어이야 술비야~진도닻배 한강놀이

2019 한강빌리지

부여군과 함께하는 한강열기구체험

한강열대야페스티벌

뚝섬

뚝섬

광나루, 뚝섬, 여의도, 망원

뚝섬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16:00~20:00

10:00~13:00

20:00~

14:00~20:00

15:00,  18:00

17:00~22:00

19:00~22:00

20:00~22:00

수 생 줄 달 크 킹 요 체

수 생 줄 달 크 킹 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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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1
제17회 서울특별시 철인3종협회장배

아쿠아슬론대회

7080 통기타 페스티벌

2019 한강빌리지

부여군과 함께하는 한강열기구체험

저 물 한가운데 떠어

난지

광나루

여의도

여의도

뚝섬

06:00~11:30

19:00~21:00

17:00~22:00

19:00~22:00

14:00~20:00

수 생 줄 달 크 킹 요 체

월

22
수 생 줄 달 크 킹 요 체

화

23
저 물 한가운데 떠어 뚝섬 14:00~20:00

수 생 줄 달 크 킹 요 체

수

24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저 물 한가운데 떠어

여의도

뚝섬

19:00~20:00

14:00~20:00

수 생 줄 달 크 킹 요 체

목

25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저 물 한가운데 떠어

여의도

뚝섬

19:00~20:00

14:00~20:00

수 생 줄 달 크 킹 요 체

금

26
굿데이페스티벌

한강열대야페스티벌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시네마퐁당

저 물 한가운데 떠어

자연의 소리 풀피리 콘서트 <한강, 노래하다>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난지

뚝섬

여의도

18:00~21:00

20:00~22:00

19:00~20:00

19:00~22:00

(상영시작 20:00)

14:00~20:00

체험 18:00~19:00

공연 19:00~20:00

수 생 놀 줄 달 크 킹 요 체

월

29
어린이낚시체험교실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망원

여의도

15:00~17:00

19:00~20:00

수 생 줄 달 크 킹 요 체

토

27
낭만예술병원

한강나이트워크42K

한강데이트

한강열대야페스티벌

굿데이페스티벌

한강다리밑영화제

서울자원레이스

드래곤보트와 함께하는 한강 액티비티

저 물 한가운데 떠어

잠실

여의도

반포

여의도

여의도

광나루, 뚝섬, 여의도, 망원

뚝섬

이촌

뚝섬

15:00~22:30

17:00~익일 08:00

17:00~22:00

20:00~22:00

16:00~21:00

20:00~

12:00~18:00

13:00~15:00

14:00~20:00

수 생 놀 줄 달 크 킹 요 체

일

28
드래곤보트와 함께하는 한강 액티비티

저 물 한가운데 떠어

서울자원레이스

이촌

뚝섬

뚝섬

13:00~15:00

14:00~20:00

12:00~18:00

수 생 놀 줄 달 크 킹 요 체

수 한강여름수영장 생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 놀 한강수상놀이터 윈 한강윈드피크닉

줄 한강줄배타기 달 자연 지킴이 한강 수달 크 몽땅크루즈타운 킹 한강킹카누원정대

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페스티벌 체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44 45

화

30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여의도

망원

여의도

19:00~20:00

15:00~17:00

14:00~16:30 

수 생

수

31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여의도

망원

여의도

19:00~20:00

15:00~17:00

14:00~16:30 

수 생 놀 줄 달 크 킹 요 체

줄 달 크 킹 요 체 8월 August

목

01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로맨틱 가든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망원

여의도

여의도

일자별 상이

12:00~22:00

19:00~20:00

15:00~17:00

18:00~22:00

14:00~16:30

수 생 늘 줄 달 크윈 킹 요 체

금

02
어린이강태공선발대회

한강재즈페스타

한강별빛소극장

외로운 인형 제작자의 외출

쉐도우 아트와 함께하는 무비 콘서트

한여름 밤의 큰 풍선 그림자 극장

한강푸드트럭100

한강썸머뮤직피크닉

한강몽땅 종이배경주대회

7080 통기타 페스티벌

선상에서 밤섬 둘러보기

시네마퐁당

문화유람선 아라

망원

반포

뚝섬

뚝섬

뚝섬

뚝섬

여의도

여의도

잠실

광나루

여의도

난지

여의도

14:00~17:00

19:30~22:00

17:00~22:00

20:30~21:00

21:00~21:30

17:00~22:00

18:00~23:00

18:30~22:00

09:00~17:00

19:00~21:00

19:00~20:00

19:00~22:00

(상영시작 20:00)

일자별 상이

수 생 늘 줄 달 크윈 킹 요 체

수 한강여름수영장 생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 놀 한강수상놀이터 윈 한강윈드피크닉

줄 한강줄배타기 달 자연 지킴이 한강 수달 크 몽땅크루즈타운 킹 한강킹카누원정대

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페스티벌 체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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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밑헌책방축제

로맨틱 가든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12:00~22:00

18:00~22:00

14:00~16:30

토

03
2019 탈을 벗은 탈놀이

한강워터피크닉-물싸움축제

한강통통!  로그롤링 파크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한강데이트

자연의 소리 풀피리 콘서트 <한강, 노래하다>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한강재즈페스타

한강별빛소극장

외로운 인형 제작자의 외출

쉐도우 아트와 함께하는 무비 콘서트

한여름 밤의 큰 풍선 그림자 극장

한강푸드트럭100

한강썸머뮤직피크닉

한강몽땅 종이배경주대회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우중산책

로맨틱 가든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여의도

난지

난지

뚝섬

양화

뚝섬

여의도

여의도

반포

뚝섬

뚝섬

뚝섬

뚝섬

여의도

여의도

잠실

광나루, 뚝섬, 여의도, 망원

여의도   8.3(토)~8.17(토) 중 비 오는 주말 하루 15:00~20:00

                                       (※비가 오지 않을 경우 8.17(토), 게릴라성 공지 예정)

여의도

여의도

체험 17:00~20:00

공연 18:00~19:30

11:00~18:00

11:00~18:00

16:00~

17:00~22:00

체험 18:00~19:00

공연 19:00~19:40

일자별 상이

12:00~22:00

19:30~22:00

17:00~22:00

20:30~21:00

21:00~21:30

17:00~22:00

18:00~23:00

18:30~22:00

09:00~17:00

20:00~

18:00~22:00

14:00~16:3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일

04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한강몽땅 종이배경주대회

한강워터피크닉-물싸움축제

한강통통! 로그롤링 파크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한강우중산책

로맨틱 가든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뚝섬

여의도

여의도

잠실

난지

난지

뚝섬

여의도   8.3(토)~8.17(토) 중 비 오는 주말 하루 15:00~20:00

                                       (※비가 오지 않을 경우 8.17(토), 게릴라성 공지 예정)

여의도

여의도

14:00~20:00

일자별 상이

12:00~22:00

09:00~17:00

11:00~18:00

11:00~18:00

상시

18:00~22:00

14:00~16:3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화

06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여의도

여의도

일자별 상이

12:00~22:0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수 한강여름수영장 생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 놀 한강수상놀이터 윈 한강윈드피크닉

줄 한강줄배타기 달 자연 지킴이 한강 수달 크 몽땅크루즈타운 킹 한강킹카누원정대

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페스티벌 체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월

05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로맨틱 가든

여의도

여의도

뚝섬

여의도

일자별 상이

12:00~22:00

상시

18:00~22:00

수 생 줄 달 크윈 킹 요 체



48 49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로맨틱 가든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뚝섬

여의도

여의도

상시

18:00~22:00

14:00~16:30

수

07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수상안전교실

로맨틱 가든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뚝섬

여의도

여의도

뚝섬

양화

여의도

여의도

18:00~21:30

일자별 상이

12:00~22:00

상시

09:00~17:00

18:00~22:00

14:00~16:3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목

08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수상안전교실

로맨틱 가든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뚝섬

여의도

여의도

뚝섬

양화

여의도

여의도

18:00~21:30

일자별 상이

12:00~22:00

상시

09:00~17:00

18:00~22:00

14:00~16:3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금

09
강동패밀리 한강그린투어

커뮤니티댄스 빨간우산

한강별빛소극장

한강퍼펫파크

노닐다 프로젝트 <예인, 한강에서 노닐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서울밤도깨비야시장@반포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여의도

여의도

뚝섬

뚝섬

반포

여의도

반포

여의도

10:00~16:00

19:30~20:00

17:00~21:00

17:00~21:00

19:00~21:00

18:00~23:00

18:00~23:00

17:00~22:0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7080 통기타 페스티벌

시네마퐁당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수상안전교실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한강썸머뮤직피크닉

로맨틱 가든

밤섬체험 - 밤섬 이야기 속으로, 

수달아 놀자

광나루

난지

여의도

여의도

뚝섬

양화

뚝섬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19:00~21:00

19:00~22:00

(상영시작 20:00)

일자별 상이

12:00~22:00

상시

09:00~17:00

18:00~21:30

18:30~22:00

18:00~22:00

14:00~16:30 

토

10
오케스트라와 춤을

한강소셜댄스페스타

서울인기페스티벌

서울스토리패션쇼

리사이클 뗏목 한강 건너기

한강데이트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커뮤니티댄스 빨간우산

한강별빛소극장

한강퍼펫파크

노닐다 프로젝트 <예인, 한강에서 노닐다>

여의도

여의도

난지

반포

뚝섬

망원

여의도

여의도

뚝섬

뚝섬

여의도

뚝섬

뚝섬

반포

20:00~22:00

19:00~22:00

14:00~익일 4:00

13:00~21:00

(본공연 19:20~20:40)

10:00~17:00

17:00~22:00

일자별 상이

12:00~22:00

상시

18:00~21:30

19:30~20:00

17:00~21:00

17:00~21:00

19:00~21:00

수 한강여름수영장 생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 놀 한강수상놀이터 윈 한강윈드피크닉

줄 한강줄배타기 달 자연 지킴이 한강 수달 크 몽땅크루즈타운 킹 한강킹카누원정대

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페스티벌 체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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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서울밤도깨비야시장@반포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한강썸머뮤직피크닉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우중산책

로맨틱 가든

수상안전교실

여의도

반포

여의도

여의도

광나루, 뚝섬, 여의도, 망원

여의도   8.3(토)~8.17(토) 중 비 오는 주말 하루 15:00~20:00

                                       (※비가 오지 않을 경우 8.17(토), 게릴라성 공지 예정)

여의도

양화

17:00~23:00

17:00~23:00

15:00~22:00

18:30~22:00

20:00~

18:00~22:00

09:00~17:00

월

12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로맨틱 가든

부여군과 함께하는 한강열기구체험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일자별 상이

12:00~22:00

17:00~22:00

18:00~22:00

19:00~22:00

수 생 줄 달 크윈 킹 요 체

화

13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로맨틱 가든

부여군과 함께하는 한강열기구체험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일자별 상이

12:00~22:00

17:00~22:00

18:00~22:00

19:00~22:0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일

11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Represh : 예술로 변형 가능한 물질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리사이클 뗏목 한강 건너기

한강우중산책

로맨틱 가든

수상안전교실

여의도

여의도

뚝섬

뚝섬

여의도

뚝섬

여의도   8.3(토)~8.17(토) 중 비 오는 주말 하루 15:00~20:00

                                       (※비가 오지 않을 경우 8.17(토), 게릴라성 공지 예정)

여의도

양화

일자별 상이

12:00~22:00

상시

18:00~21:30

15:00~22:00

10:00~17:00

18:00~22:00

09:00~17:0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수

14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로맨틱 가든

부여군과 함께하는 한강열기구체험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일자별 상이

12:00~22:00

17:00~22:00

18:00~22:00 

19:00~22:0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목

15
한강자전거한바퀴

한강브리즈웨이 : At the river

그린임팩트마켓

반포브릿지피크닉

잠수교 문화난장 ‘체전아, 몽땅 같이 놀자’

미스터캡틴

한강달빛서커스

낙화(落花)

추억의 동춘서커스

불의 정원

문화유람선 아라

다리밑헌책방축제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로맨틱 가든

여의도

난지

반포

반포

반포

망원

반포

반포

반포

반포

여의도

여의도

뚝섬

여의도

여의도

07:00~13:00

13:00~21:00

14:00~20:00

14:00~23:00

14:00~20:00

13:00~18:30

18:00~22:00

21:00~21:30

20:00~21:00

19:30~22:00

일자별 상이

12:00~22:00

18:00~21:30

17:00~22:00

18:00~22:0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금

16
시네마퐁당

다리밑헌책방축제

난지

여의도

19:00~22:00

(상영시작 20:00)

12:00~22:00

수 한강여름수영장 생 한강몽땅 여름생태학교 놀 한강수상놀이터 윈 한강윈드피크닉

줄 한강줄배타기 달 자연 지킴이 한강 수달 크 몽땅크루즈타운 킹 한강킹카누원정대

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페스티벌 체 해띠·해온과 함께하는 ‘미니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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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서울밤도깨비야시장@반포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한강달빛서커스

낙화(落花)

추억의 동춘서커스

불의 정원

로맨틱 가든

뚝섬

여의도

반포

여의도

반포

반포

반포

반포

여의도

18:00~21:30

18:00~23:00

18:00~23:00

17:00~22:00

18:00~22:00

21:00~21:30

20:00~21:00

19:30~22:00

18:00~22:00

토

17
타이나이트

2019 샤워런 서울

한강우중산책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다리밑헌책방축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서울밤도깨비야시장@반포 

라이프플러스 시네마위크 2019

미스터캡틴

한강달빛서커스

추억의 동춘서커스

불의 정원

한강다리밑영화제

로맨틱 가든

여의도

난지

여의도   8.3(토)~8.17(토) 중 비 오는 주말 하루 15:00~20:00

                                       (※비가 오지 않을 경우 8.17(토), 게릴라성 공지 예정)

뚝섬

여의도

여의도

반포

여의도

망원

반포

반포

반포

광나루, 뚝섬, 여의도, 망원

여의도

18:00~22:00

14:00~21:00

18:00~21:30

12:00~22:00

17:00~23:00

17:00~23:00

15:00~22:00

13:00~18:30

18:00~22:00

20:00~21:00

19:30~22:00

20:00~

18:00~22:00

수 생 놀 줄 달 크윈 킹 요 체

일

18
한강크로스스위밍챌린지

7080 통기타 페스티벌

다리밑헌책방축제

한여름 밤의 별나라 여행

미스터캡틴

잠실

광나루

여의도

서울시립천문대

망원

08:00~16:00

19:00~21:00

12:00~22:00

18:00~21:30

13:00~18:30

수 생 놀 줄 달 크 킹 요 체



DIRECTION

한강공원에 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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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한강몽땅이 궁금하세요?


